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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분야 특화 AI 기업
에이콘 AI™는 메디데이터가 지난 20년간 생명과학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출범한 기업

으로‘더 똑똑한 치료, 더 건강한 인류’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콘 AI™는 유동적인 데이터 활

용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제 상용화에 걸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

을 끌어내도록 고안되어, 환자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성과를 위한 상용화 관련 핵심 질문

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비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 제공

데이터
우수한 품질,
충분한 이해

기술
속도, 규모, 통합

전문성
올바른 질문에 집중

데이터의 힘으로
복잡한 질병들을 정복

에이콘 AI™는?

•  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등급 임상연

구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메디데이터

의 최첨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

•  총 17,000여건의 임상시험으로 구성

된 메디데이터 플랫폼과 200만 사용

자들이 공급한 450억개 이상의 환자 

데이터 분석 능력

•  48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서 축적한 

업계 최대 규모의 체계화, 표준화된 

임상시험 플랫폼

•  1200여개의 고객사와 15만명 이상의 

사용자 확보

자세한 정보는

acornai.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contact-us@acornai.com

유동적인 데이터 실행 가능한 통찰력

Acorn AI™, 환자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성과를 위한 상용화
관련 핵심 질문에 답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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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발견 및 연구

임상
CDISC

클레임-Omics EMR 클레임 이미징
사물

인터넷

개발 상용화

실행 / 중지 승인 및 개시

제품 밸류 디스커버리 엔진
(Value Discovery Engine)

인텔리전트 트라이얼스
(Intelligent Trials)

인테그레이트 에비던스
(Integrated Evidence)

커넥티드 디바이스
(Connected Devices)

커스텀 애널리틱스
(Custom Analytics)

플랫폼

데이터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기업 성과를 위한
상용화 관련 핵심 질문에 답변 제시

생명과학의
미래를 그려가는
업계 리더들

생명과학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실무진으

로 구성된 에이콘 AI™는 그 전문성을 바탕

으로 생명과학 기업들에게 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통찰을 제공하며 업계에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메디데이터 소개

메디데이터는 임상 개발, 상업 및 실제 임

상 데이터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플랫폼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

하고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메디

데이터는 제약, 생명공학, 의료기기 회사

와 학계 연구자들이 가치를 높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메디데이터와 메디데이터에 속한 

Acorn AI와 SHYFT는 전세계 1,200명 이

상의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하며, 매일 15

만명 이상의 인증된 사용자가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미래를 만나보십시오.

데모 보기: www.medidata.com/acornai/what-we-do

www.medidata.com

인테그레이트 에비던스 커넥티드 디바이스

Synthetic Control Database와 함께 더 나

은 시험 설계와 근거 생성을 위해 Quantum 

파트너들이 제공한 RWE를 이용하여, 규제 

기관과 환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커뮤니

케이션을 효율화 합니다. (예: AML)

로봇 수술(Robotic Surgery), 튜머 보드

(Tumor Boards)와 같이 이미징과 Lumen 시

각화를 결합하여 의료기기 통합 및 디지털화

를 통해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

니다.

밸류 디스커버리 엔진 인텔리전트 트라이얼스

더 나은 연구 및 사업의 진행 여부 결정을 

지원하며, Omics데이터를 통합하여 환자의 

니즈를 해결합니다.

기관 선별, KOL 찾기 등 풍부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연구 성공률과 속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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