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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의료용 인공지능의 허가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고찰

-미국·유럽·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 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본 고에서 

미국 FDA나 EU CE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인증 및 허가 절차를 정리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이유와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각국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3자 기관을 통해 의료기기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인공지능 분야 기술 개발을 통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이다. 셋째, 의료용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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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가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3자 기관을 통한 허가를 

진행해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축소화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의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뚜렷한 정부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법제도를 개선해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범국가적 계획이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인공지능 가운데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추후 관련 의료기기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가운데 의료정보검색용으로 

분류되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분석용 제품에 해당하거나 진단 

및 예측용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제도, FDA, 왓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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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수 십 년간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 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법률, 보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분석 능력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및 R&D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X-ray, 초음파, CT, MRI, PET 등 다양한 의료진단기기로부터 

획득한 의료영상을 임상의사가 판독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양한 진단기기를 이용하는 환자 수의 증가에 

비해 의료진 수의 부족, 인간의 부정확한 판독 및 의사 간 혹은 동일 의사 

내에서의 판독 편차 등으로 인한 오진의 가능성도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영상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진단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임상의사에 의한 의료영상의 판독에 더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소견을 보완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의료영상 판독에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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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패혈증 및 

정신병 예측, 암 진단과 같은 의료분야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착수 시점과 투자 규모가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 역시 미국과 중국 등 선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아직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1.2 연구 목적

의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정보 및 의학 관련 문헌이 넘쳐나는 

시대에 의료진이 환자 진료 시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일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현재 

국가별로 환자 진료에서 사용되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국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승인 받기 위한 절차를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승인 절차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본다. 현재 각 

국가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없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허가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이유와 과정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유사한 의료기기가 도입될 경우 거쳐야 할 허가 절차에 

대해 고민해 본다. 또 앞으로 새로운 의료용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효과적인 

허가 절차를 만들기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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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의료용 

인공지능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투자 현황, 

개발된 제품 등에 대한 내용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7년 사이 발표된 

논문 및 보고서를 참고했다. 특히 국내 논문이 많지 않아 해외 자료와 논문을 

주로 찾아보았다. 조사한 의료용 인공지능 사례 가운데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ood &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거나 유럽연합 CE 

마크를 받은 의료기기가 있는지 검토했다. 이미 승인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 

제품은 기업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했다.

또한, 실제로 FDA 승인이나 CE 마크를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인공지능의 허가 승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 부여 등급,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했다. 제도는 관련 법령 외에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7년 사이 발표된 논문, 같은 기간에 관련 당국에서 발표한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승인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근거를 조사하고, 유사한 제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필요한 허가 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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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을 수 있는 허가 등급 등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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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과정

인공지능은 인간성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나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뜻하며, 인간과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관련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이다.1)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지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 문제풀이에 집중하거나 독립적 분야로 발전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개발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크게 

제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분류되고, 서비스용은 다시 의료, 건설, 구조, 보안 

등 분야에 이용되는 전문서비스용과 가사, 장애인 보조, 교육, 정보 제공 등 

분야에 이용되는 개인서비스용으로 구분된다.2)

인공지능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지만, 기술의 

한계로 인해 침체기와 발전기를 거듭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앨런 투링(Alan Turing)이 컴퓨팅 기기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을 발표했고, 1956년 IBM은 

다트머스 컨퍼런스(Dartmouth Conference)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시기에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했으며, 1958년에 리스프(LISP)3), 

1972년에는 프롤로그(Prolog)4) 등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었다. 이어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빅데이터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2016, p.10.

2) 현대경제연구원. 인공지능(AI)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2014, p. i.

3) List processing의 약어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며, 리스트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4) Programming in logic을 줄인 것으로 논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인공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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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에는 인공지능 관련 추론개념,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퍼지 이론 등 기초 이론이 정립되었다.5)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눈에 띄는 인공지능 기술적 발전이 

없었다. 1997년 IBM의 딥블루(Deep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인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Gary Kasparov)와 6번의 대국 끝에 2승 3무 1패로 승리했다. 

딥블루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조사해 다음 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6)

2011년부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IBM의 왓슨(Watson)은 미국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어 2012년, 구글의 딥러닝 

프로젝트인 구글 브레인(Google Brain)이 컴퓨터 1만 6000개로 10억 개 

이상의 신경망을 만들었고, 이 기술을 활용해 컴퓨터 스스로 고양이를 

식별하도록 학습시키는 데 성공했다.7) 2016년에는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5번의 대국에서 4대 1로 승리했다. 인간이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최근 빅데이터(big dat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고 있으며, 각종 미래 관련 보고서와 계획에서 인공지능을 주요 

에서 사용된다. 플롤로그는 사실(fact)과 규칙(rule)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빅데이터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2016, p. 11.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료산업과 왓슨(Watson), 2012, p. 1.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빅데이터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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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1.1 용어의 정의

1.1.1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Big Data)는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행동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으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수치 데이터 외에도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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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동, 위치정보, 생각, 의견 등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분석 기능과 빅데이터가 만나면서 인간의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해 능력 등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1.1.2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1959년 아서 사무엘(Arthur Samuel)은 자신의 논문에서 머신러닝을“컴퓨터에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라고 

처음으로 정의했다.8) 즉, 머신러닝은 기계가 수많은 자료를 읽고 알고리즘을 

찾아내 학습을 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뜻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비슷하다. 하지만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빅데이터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딥러닝이 기계학습에 해당된다.

1.1.3 딥러닝(Deep Learing)

딥러닝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해 만든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을 활용한 기계학습 분야의 기술을 말하며, 유사한 데이터를 

군집화(clustering)하거나 분류(classification)하는데 사용된다. 2006년 

이전까지 큰 성과가 없었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딥러닝 기술이 다시 

8) Bell J. Machine Learning: Hands-On for Developers and Technical Professionals. 1st

ed. Indiana: Wiley, 2015. 아서 사무엘의 머신 러닝에 대한 최초 정의 이후 1997년 톰 미

첼(Tom Mitchell)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task) T와 평가 척도(performance) P에 

대해서 경험(experience) E로부터 학습한다는 것은, P에 의해 평가되는 작업 T에 있어서의 

성능이 경험 E에 의해 개선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더욱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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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2006년 

제프리 힌튼 교수에 이어 2007년에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 등이 획기적인 

알고리즘 진화에 대해 발표했다.9)10) 이후 컴퓨터 성능이 진화되었으며, 사전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2. 인공지능의 시장 규모

2.1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15년 1,260억 

달러에서 2024년 3조 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TMR, 2016).11)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0년 4,50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1,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투자 건수도 6건에서 54건으로 급증했다(CB 

Insights, 2016).12)

2.2 국내 인공지능 시장

9) Hinton GE, Osindero S, Teh Y. A Fast Learning Algorithm for Deep Belief Nets. Neural 

Computation 2006; 18(7):1527-54.

10) Bengio Y, Lamblin P, Popovici D, Larochelle H. Greedy Layer-Wise Training of Deep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07;19:153-60.

11)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 –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2016-2024, 2016.

12)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미국의 Sentient 

Technologies(2014년 1억 300만 달러)와 Ayasdi(2015년 5,5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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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3.6조 원으로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약 240조 원의 1.5%에 불과했으며, 2017년에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6.4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13) 국내 인공지능 산업은 인공지능, 영상처리 

및 영상인식, 음성인식 및 통번역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클디와 솔리드웨어 등 일부 벤처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3. 국가별 투자 현황

3.1 미국

미국 정부는 2013년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를 발표하고, 

10년간 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14) 브레인 이니셔티브에는 

DARPA, NIH, NSF 등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뇌 연구, 감정 연구 등 기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15) 예산의 80%는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뇌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IT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 

주체와 산업화 주체가 협력해 R&D 및 산업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은 최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13) 현대경제연구원. AI시대, 한국의 현주소는? - 국내 AI(인공지능) 산업 기반 점검, 2016, 

p. i.

14)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를 줄인 말

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R&D 정책 중 하나이다.

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빅데이터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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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앞의 세계를 예측하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AI 100’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건강, 정부, 개인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 법과 제도, 윤리, 금융 시장, 전쟁의 양상, 범죄, 

안전, 자율 등 다양한 분야와 공공 가치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

구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도 인공지능 분야를 

차기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IBM은 

2004년 개발을 시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왓슨(Watson)에 오랜 기간 투자해 

왔다. 구글은 스마트 온도 조절기 업체인 네스트(Nest)와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 딥마인드(Deep Mind)를 각각 32억 달러, 6억 달러에 인수했다.16)

2014년 구글에 인수된 영국의 딥마인드(Deep Mind)는 게임을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를 내놓았다. 

3.2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2013년 25개국 1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uman Brain Project)를 발표하고 10년 동안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경과학, 의학, 컴퓨팅 기술에 의한 

프로토타입, ICT 플랫폼, 뇌 활동 영역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화된 뇌지도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뇌 

연구가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파편화된 연구 데이터와 지식을 

1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최신 ICT 이슈, 201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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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고, ICT 기반 뇌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위해 기술적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뇌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뇌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17)

3.3 중국

중국은 2016년부터 차이나 브레인(China Brai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로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자율 주행차, 군사·민간용 로봇 등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최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18) 이 프로젝트는 바이두 

리옌훙 회장이 정부에 연구를 제안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인공지능이 중점 기술 개발 영역에 포함되었다. 리옌훙은 단계적 전략으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바이두는 2014년 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구글 출신의 앤드루 응(Andrew Ng) 스탠퍼드대 교수를 베이징과 실리콘 밸리 

연구부문 총괄 총책임자로 영입했다.19) 앤드류 응 교수는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딥러닝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바이두는 2015년 인공지능을 갖춘 개인비서 

‘두미(度秘)’를 공개했다. 두미를 통해 식당과 영화표를 예약할 수 있고, 

17) Human Brain Project, The HBP Report, 2012.

18)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언 정책제언, 2016, p. 83.

19)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인공지능 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5,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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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등 주문이 가능하며, 앞으로 교육, 헬스케어, 가사 등의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20)

중국 알리바바는 2015년 비주얼  검색 기능이 탑재된 ‘타오바오’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옷 사진을 찍어 검색하면 딥러닝 기술을 통해 이미지 특징을 

분석하고, 같거나 유사한 옷을 찾아 보여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열사인 알리윈은 올해 인공지능 ‘ET’를 

선보였다. ET는 음성 인식, 이미지 및 영상 식별, 교통예측, 감정분석 등이 

가능하다. 또한 교통, 산업생산 현장,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T를 활용해 항저우에 ‘도시 데이터 빅브레인’을 설치해 슈퍼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 에너지, 수도, CCTV 등 

기초 정보를 모두 데이터화 한 뒤, 향후 도시의 공공자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 운행 중 발생하는 버그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알리바바는 중국 과학기술부와 양자컴퓨터 전문 실험실을 공동 설립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 최초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DT PAI’를 공개하기도 했다. 데이터, 계산 등을 

통해 개발, 공개, 공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인공지능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텐센트는 스마트컴퓨팅검색실험실(TICS LAB)을 설립해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탑재해 

20) 텅쉰왕(腾讯网). 2015년 9월 8일자 기사. 바이두, 인공지능 비서 두미 공개...지도·눠미

와 결합 예정(百度发布机器人助理度秘 将与地图糯米结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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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작성하는 ‘드림라이터’를 공개했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논문의 양과 질이 모두 미국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표한 딥러닝 및 딥 뉴럴 네트워크 관련 

논문은 총 350건이었고, 논문 80건이 한 번 이상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은 250건이었고, 논문 70건이 한 번 이상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다. 적극적 투자로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이 

양과 질 모두 미국을 제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21)

3.4 일본

일본은 1999년 일본 소니(Sony)는 세계 최초의 가정용 로봇인 아이보(AIBO)를 

시판한 이후 한 동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22)

2011년부터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II)와 후지쯔가 ‘토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도쿄대학교 입학이 가능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실제로 시험을 응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도쿄대 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2032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 시험을 채점하도록 

21)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6

22) 아이보는 강아지형 로봇으로 1999년 처음 등장했을 때 ‘소니의 혁신을 보여주는 제품’이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실적 부진으로 2006년 생산이 중단됐다. 그 후 소니는 사실상 

로봇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2016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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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총무성은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화가 가속화 되는 ICT 미래상에 관한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연구회에는 뇌 정보통신, 혁신적 네트워크, 인공지능, 인지심리학 분야 등 

공학을 비롯해 인문학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특정 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련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23)

경제산업성은 2015년에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내에 인공지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응용연구, 실용화, 표준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임연구자 65명과 객원연구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5명 정도의 박사 후 

연원도 육성할 예정이다.24) 경제산업성은 자국 경제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로봇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로봇 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 대국이었던 일본이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도 로봇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로봇산업의 세계질서가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저출산, 고령화, 노후된 

인프라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국가,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고자 ‘로봇 혁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로봇 신전략’은 로봇 혁명 실현을 위한 전략이며 3가지 핵심요소로 

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의 미래시대를 지배할 ‘인공지능(AI)’ 연구 및 정책 동향, 

2015, p. 4.

24)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2016,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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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본을 세계 로봇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하는 ‘로봇 

창출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한다. 둘째, 중소기업, 농업, 간병 . 의료, 

인프라 등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 사회를 목표로 로봇이 일상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 활용 및 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빅 

데이터, IT와 융합,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구사하는 로봇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로봇혁명 전개 및 발전’을 목표로 한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 도쿄 이화학연구소에 인공지능 통합연구 

개발거점(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Project, AIP) 센터를 

설립하고 기초연구를 비롯해 혁신적 과학기술성과를 창출하고, 인재육성 등에 

힘쓸 계획이다. 센터에 상근 연구자 외에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도쿄공업대, 

나고야대, 쿄토대, 오사카대 등에서 연구원을 교차 지명해 매주 1회 정도 

근무하는 방법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25)

2015년 이전 일본의 인공지능 R&D 투자는 연간 0.75억 달러 수준이었다. AIP 

센터 예산의 통과 이후 2016년 인공지능 R&D 투자 전체 규모는 1.7억 달러 

정도로 확대되었다.26) 일본 민간 기업은 더욱 적극적이다. 리크루트 

홀딩스(Recruit Holdings)사가 2015년 기술연구소(Recruit Institute of 

Technology, RIT)를 인공지능 연구거점으로 개편해 글로벌 규모의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톰 미첼 교수를 비롯해 세계 

권위자를 고문으로 영입했으며, 구글 리서치(Google Research)에서 데이터 

관리 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명한 알론 할레비(Alon Halevy)가 

25) 일본 니케이 신문(日本经济新闻). 2016년 9월 19일자 기사. 이화학 연구소 AI 핵심 거점 

연구 체제 결정(理化学研究所 AI中核拠点の研究体制决まる).

26)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2016,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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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으로 취임했다. 다양한 기술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연구소의 거점도 미국 실리콘 밸리로 

옮겼다. 또한 일본은 2016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선언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 사회와 사업화를 위한 R&D 예산을 2015년 

대비 2배로 확대했다.

4.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및 한계

4.1 선진국과의 격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발표한 2015년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준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속한 대분류인 ‘기반 소프트웨어 및 

컴퓨팅’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보면 한국은 74.1이다.27) 이는 

미국보다 기술력이 2년 뒤쳐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럽은 85.1 일본은 

82.2로 우리보다 앞서고 있고, 중국은 70.7로 우리보다 약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분류를 좁혀서 볼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진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미국과 EU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도입기에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대규모 다차원의 

연구 및 실용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에서 기업 수 및 투자가 부족하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약 24개에서 64개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2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년도 ICT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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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비교할 때 2.5%에서 6.7%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보유수도 적다. 미국, 

일본, 한국, 국제특허(PCT) 등 4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11,613건 가운데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며,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이다.28)

4.2 우리나라 기술의 한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2년, 기술수준 75%(IITP, 

2015)로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어·시각 지능 R&D는 초기단계 

수준이고, 예산 규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2015년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인공지능 예산은 380억 원 수준이며, 각 과제별 평균 예산은 

2억 원 미만 정도이다. 또한 언어·시각 인지 분야에 치우쳐 있고, 단기간에 

결과를 내도록 요구 받고 있어 연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이다. 

머신러닝은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도 있는 

브레인 연구를 시작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기초 및 원천 기술 수준이 낮아 

기술 낙후가 우려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증명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등은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검색, 추천 서비스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구글, 일본의 

리크르트, 중국의 바이두 등 해외 민간 기업이 해외 진출 및 인재 영입 등 

28) 현대경제연구원. AI시대, 한국의 현주소는? - 국내 AI(인공지능) 산업 기반 점검, 2016, 

p.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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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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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

방사선 사진, 초음파, CT, MRI, PET 등 다양한 의료 진단기기를 이용하면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진단기기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의료진 수는 부족하고, 인간의 부정확한 판독 

또는 의료진 냉서 판독 편차가 생기면서 오진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 진단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암 검진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의 7%에서 암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9)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치명적인 간과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일본, 일부 EU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1. 미국

1.1 암 진단 및 치료

IBM은 왓슨 기반의 코그너티브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30) 이 플랫폼으로 자연어를 이해한 뒤 근거 자료에 기반해 

2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암 검진, 딥 러닝으로 의료 영상 판독, 2015, 

p. 29.

30) 코그너티브 컴퓨팅 플랫폼이란 인공지능이 접목된 시스템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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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제안하고 학습이 가능하다.31) 왓슨은 제퍼디에서 우승을 한 뒤, 

펍메드(PubMed)와 메드라인(MEDLINE),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등에서 의료 데이터와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 왓슨은 의학 증거 605,000건, 텍스트 200만 페이지, 트레이닝 케이스 

25,000건, 환자기록 14,7000명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했다.32)33) 왓슨의 

프로세스는 정형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감지해 이해한 다음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가설을 세우고 입증해 사용자에게 조언한다.

방대한 의료 지식을 습득한 왓슨은 2012년에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폐암 환자 진료를 학습했다. 그 후 2013년 MD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백혈병 환자 진료 트레이닝을 받았다.34) 2014년에는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와 함께 왓슨을 교육해 암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질병의 원인이 단순한 경우, 한 개의 진료과에서 모든 진료를 마무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면 한 개의 진료과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다른 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다른 진료과로 환자를 의뢰해 상태를 파악한다. 모든 진료과의 

지식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모여서 회의를 

31)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ㅇ는 사람이 쓴 글과 문장을 컴퓨터를 통해 이

해하는 기술이다.

3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빅데이터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2016, p. 14.

33) PubMed와 MEDLINE은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서 유지·관리하는 자유 검색 엔진으로 생명

과학 및 생물의학 주제 관련 데이터베이스이다.

34) 2014년, MD 앤더슨 암센터 의사들의 진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왓슨의 정확도는 82.6%에 달

했으며, 부정확성 비율은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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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해당 환자의 질병 치료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왓슨은 각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주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할 수 있어 의사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왓슨의 콘텐츠 

예측분석은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를 검색 및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 의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많은 양의 임상 및 수술 자료를 분석해 진단과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왓슨은 환자의 경향과 패턴 및 편차를 

밝혀내고, 결과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환자를 더 안전하게 

돌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왓슨은 암 임상시험 참여자를 선정하고,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MD 앤더슨 병원에서 암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 왓슨의 

정확도는 전문의에 비해 높은 9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종양학회에 따르면 질병별 왓슨의 진단 정확도는 대장암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이다.35) 이처럼 왓슨은 의학적 자료의 정확한 추출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를 더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은 왓슨이 2020년쯤 임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35)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Integration of multi-modality treatment 

planning for early stage breast cancer (BC) into Watson for Oncology, a Decision 

Support System: Seeing the forest and the tre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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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의 의료용 콘텐츠 예측분석 기술은 미국의 의료기관인 ‘세튼 헬스케어 

패밀리’(Seton Healthcare Family)에 최초로 도입되었다.36) 이후 왓슨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태국 등 병원에서도 환자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암 환자 맞춤형 치료법은 인도 마니팔병원(Manipal 

Hospital)과 태국 범룽랏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독일 마르부르크의 대학 병원 내 희귀질환 센터(Undiagnosed 

and Rare Diseases Center)도 왓슨을 활용해 희귀질환자를 치료할 계획이다.

실제로 2015년 일본에서는 왓슨이 10여 분 만에 60대 여성 환자의 질환명을 

알아내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이 환자는 2015년 1월 도쿄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부속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었으나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도 회복이 느린 상태였다. 연구소는 여성의 

유전자 데이터를 왓슨에 입력했고, 왓슨은 여성의 병명이 ‘2차성 

백혈병’이라는 다른 특수 질환에 가깝다며 기존에 투여하던 항암제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미국 IBM과 협력해 왓슨이 논문을 학습하게 했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일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이 사례가 첫 번째이다.37)

2015년, IBM은 다양한 기업과 헬스 솔루션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애플과 

IBM은 기업 직원을 위한 헬스와 웰니스 앱(health and wellness 

application)을 지원하고, 건강식, 활동, 수면, 스트레스, 흡연 등에 관한 

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료산업과 왓슨(Watson), 2012, p. 10.

37)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2016년 8월 4일자 기사. AI, 암 치료법 조언...백혈병 종

류 맞추다(ＡＩ、がん治療法助言　白血病のタイプ見抜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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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제공한다.38) 존슨앤드존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는 무릎 관절 

대체술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을 개발해 환자가 만성질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존슨앤드존슨은 왓슨의 인지 관련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무릎 및 고관절 이식 수술 결과 자료를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무릎 수술 

환자들을 위한 치료 솔루션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칭, 재활, 행동 

교정 등의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메드트로닉(Medtronic)은 IBM은 함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개인화된 새로운 의료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메드트로닉의 

미니메드 인슐리 펌프와 지속 혈당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왓슨 헬스의 패턴 

인식 분석을 활용한 결과, 환자의 저혈당 발생을 최대 3시간 전에 8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는 예방 조치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앱을 통해 실시간 개인맞춤 코칭 및 조언 제공이 

가능해진다.39)

2014년 클라우드 기반의 왓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전담하는 새로운 사업 

조직인 IBM 왓슨 그룹을 신설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코그너티브 컴퓨팅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출시했다. 왓슨 디지털 플랫폼인 ‘왓슨 존(Watson Zone)’을 통해 

개발자들이 새로운 왓슨 서비스를 접하고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앱을 구축하고 도입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개발자, 기업가, 학생 등이 7000여개 

38) 2015년 4월 13일자 IBM 보도자료. IBM & Apple Expand Partnership to Help Transform 

Medical Research.

39) 이강윤, 김준혁. 인공지능 왓슨 기술과 보건의료의 적용. 의학교육논단 2016;18(2):51-7, 

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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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왓슨 기반 앱을 개발했다. 

1.2 췌장암 전문 치료제

버그(Berg)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밀의학을 결합해 특정 환자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췌장암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 모델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암세포를 막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힌트를 제공했고, 새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버그의 췌장암 전문 치료제인 

‘BPM31510’이다. 이 치료제는 췌장암의 빠른 증식을 막고, 암세포는 

화학요법 타격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버그는 2013년 1단계 임상실험을 

진행해 일부 췌장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2단계 

임상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1.3 인공지능 간호사

센티언트 테크놀로지(Sentient Technologies) 패혈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간호사를 개발해 미국의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와 

효과성 실험을 마쳤다. 센티언트는 캐나다의 세인트 마이클스 병원(Saint 

Michael’s Hosital)과 공동연구를 통해 의사가 패혈증이 발생하기 30분 전에 

경고 신호를 받는다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패혈증은 집중치료실(ICU)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다. 미국에서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며 사망률은 28~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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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유방암·에이즈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다.40) 패혈증 발생으로 

인한 의료 비용은 매년 240억 달러에 달한다.41)

인공지능 간호사는 환자 6000명의 혈압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학습했고, 

패혈증 발생을 30분 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확도는 91%에 

이른다.42)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항상 환자를 지켜보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간호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센티언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과 공동 연구를 통해 특정 

환자에서 췌장암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4 심부전 예측

마운트 시나이 병원(Mount Sinai Hospital)은 클라우드메드엑스(CloudMedx)와 

협력해 심부전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 클라우드멕드엑스는 환자가 

심부전을 앓을 확률을 예측하고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 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확률을 예측함으로써 의사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심부전을 앓기 전에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은 환자가 집에 있더라도 기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고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5 이미지 분석

40)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Sepsis Fact Sheet, 2014.

41)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 National Inpatient Hospital Costs: The 

Most Expensive Conditions by Payer, 2013, 2016.

42) 데이비드 길버트. 뉴스위크 한국판 2016. 제26권 제16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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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엔리틱(Enlitic)은 딥러닝을 통해 방사선 사진, MRI, CT 스캔, 

현미경 사진 등 의료 이미지를 분석하고 질병을 판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반인과 환자의 패턴을 분석한 뒤 이상이 보이면 알려주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암을 제대로 판정할 수 있게 하거나 암 세포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자의 5년 이내 완치율 및 사망률을 

알려준다. 

방사선학과에서는 방사선 사진과 MRI나 CT 검사에서 신체 조직을 파악한다. 

CT 스캔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에서 종양의 특성을 분석하고 동시에 유전자 

정보를 함께 진단한다. 병리학과에서는 인체 조직을 관찰하며, 조직의 현미경 

사진 이미지를 분석한다. 피부과에서는 피부의 사진에서 증상을 판정한다. 이 

세 분야에서 딥러닝을 응용한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이 

제대로 판정을 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컴퓨터는 

단시간에 이를 학습한다. 

이 기술은 2011년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개발된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병리학(Computational Pathologist, C-Path)이라 불리며, 기계학습 기법으로 

암 조직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방암 식별의 경우 C-Path는 세포 

특성을 6,642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다. C-Path를 교육해 피험자의 조직 

이미지를 입력하면 암세포를 검출할 수 있다. 동시에 암 세포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세포와의 관계가 환자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발견했으며, 이런 연구 성과가 엔리틱에 활용되고 있다. 엔리틱은 2015년 

호주의 캐피탈헬스(Capitol Health)와 제휴를 맺고 엑스선 화상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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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신병 및 패혈성 쇼크 예측 

뉴로렉스 다이그노스틱스(NeuroLex Diagnostics)는 정신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 및 패턴을 분석해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자폐증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진저아이오(Ginger.io) 앱은 우울증과 분노장애 환자의 기분 변화 상태를 

파악해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앱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활용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메드어웨어(MedAware)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의 자료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처방 오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실리코 메디신(Insilico Medicine)은 인공지능이 신약의 

치료법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개발한 표적 실시간 조기 

경고 스코어(Targeted real-time early warning score, TREWScore)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시스템으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환자가 장기 기능 

장애가 생기기 전에 패혈성 쇼크를 일으킬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2. 일본

2.1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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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의 감성인식 로봇 ‘페퍼’는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포트뱅크는 페퍼가 사람의 체성분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인식해 고객의 현재 건강상태를 설명해주는 카운슬러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진단과 환자 안내 등 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페퍼 앱을 개발해 일부 병원에서 시험 운영 중이다. 페퍼는 최근 벨기에의 두 

병원에서 접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페퍼는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정보로 처리해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독자적인 감정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대화와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집단 지성에 의해 학습 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2.2 암 진단 및 치료

암연구회는 최근 암 환자의 게놈을 분석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시스템 개발 거점 ‘암 정밀 의료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게놈 해석의 권위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의 나카무라 유스케 교수를 

특임 고문으로 초빙했다. 암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타액 등은 암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를 최첨단 장비에서 분석해 항암제의 

치료 효과와 전이·재발 등 임상 데이터를 추가해 인공지능에 입력한다. 

인공지능이 정보를 분석한 뒤 최적의 면역 요법, 분자 표적 치료, 화학 

요법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향후 암의 

조기 진단 및 재발의 예측, 재발 예방법의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론테오(FRONTEO)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나카무라 유스케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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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진단 서비스를 개발한다. 인공지능은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의 기준, 방대한 의학 논문 등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전자 정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한다. 의사는 인공지능이 

제안한 내용을 치료 방법의 하나로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질병이나 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싶어 할 경우 

집에서 무료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론테오와 

나카무라 교수는 인공지능이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환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경험과 감각에 대한 학습을 거친 뒤 2년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이미 

왓슨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일본은 후발주자이다. 

2.3 낙상 사고 방지

NTT 동일본 관동 병원과 프론테오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입원 

환자가 넘어질 확률을 예측하는 실험을 시작해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이나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체력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며 침대에서 

일어나다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은 전자 진료 기록 카드에 

기재된 환자의 운동 기능과 주의력 등 정보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하고, 

넘어질 확률이 높은 환자를 몇 분 안에 분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운동 기능이나 정신 상태를 직접 듣고 위험을 

평가해 왔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간호사들이 환자의 다른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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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3.1 인공지능 채팅 시스템

중국 바이두는 최근 의료용 인공지능 채팅 시스템 ‘멜로디(Melody)’를 

발표했다. 멜로디는 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환자는 

멜로디와의 대화를 통해 주요 증상을 꼽아 의사가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멜로디는 바이두가 오랜 기간 주력해 온 딥러닝과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멜로디는 실제 간호사가 질문해 

얻은 답변과 비슷한 결론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비슷한 기능이 

개발되었지만 멜로디만큼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없다. 

바이두는 멜로디의 서양 국가 출시에도 적극적이다. 멜로디를 이용하면 

세계보건기구가(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35년이면 107개 

국가에서 1,29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43)

4. 우리나라

4.1 대형병원 계획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2020년 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27조 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44)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43) World Health Organization. A Universal Truth: No Health Without a Workforce, 2014. 

p. 36.

44)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A.I.), 완생이 되다, 디지에코 보고서,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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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따른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 연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헬스케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융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 ICT, 재생의학,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신약 연구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구축과 확장을 통해 

의료복합연구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스타트업 세브란스 100’을 선언했다. 급변하는 

의료서비스의 100년을 내다보는 인프라 구축, 정밀의료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R&D, 세계적인 헬스케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구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도 미래 의료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 암 치료기술’ 등 연구의 

사업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효성이 입증된 암 치료기술에 

‘구글 알파고’처럼 무수한 치료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스탠퍼드대학과 협력해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사선 암 치료 계획장치, 난소암, 림프종암 등 악성 암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천대 길병원이 유일하게 

최근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암 환자 진료를 본격 

시작했다. 왓슨은 환자의 영상 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대입하면 30초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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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치료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의사가 암 환자들에게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첫 

단계로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위암 치료에 적용된다.

4.2 영상 진단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컴퓨터를 활용한 영상진단 시장에 진입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뷰노와 루닛을 

꼽을 수 있다. 뷰노는 CT와 MRI 등 의료 영상과 진단 자료를 분석해 환자의 

폐 질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과 함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는 공동 연구를 통해 폐 질환 조기 진단 기술을 

확보했으며, 골 연령 자동 측정 소프트웨어 ‘본 에이지’ 개발을 완료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1초 내에 정확도 96.2%에 이르는 추정 값을 받아볼 수 있어 진료 

시간이 현재의 1/20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루닛은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슴과 유방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질환과 유방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루닛은 병원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후 딥러닝을 통해 

정확도를 높였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서울 대형병원 6곳과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루닛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결핵 및 유방암 등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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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아이티의 ‘인브레인’은 MRI 사진을 3차원으로 변환한 뒤 대뇌 피질 

두께와 해마의 변형도 등 치매와 관련 있는 요인을 측정하고 기존 치매 

환자의 자료와 대조해 치매 위험지수를 소수점까지 예측해준다.

5. 의료용 인공지능 허가 사례

5.1 심플ECG

주요 선진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늘고 있다. 미국의 나노웨어(Nanowear)가 

개발한 심플ECG(SimplECGTM)는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속옷으로 사람이 입고 

있으면 심전도와 호흡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전문의가 이 데이터를 

인터넷 포털에서 볼 수 있다. 심플 ECG는 2016년 12월, FDA 의료기기 2등급 

판정을 받았다.45)

심플ECG가 기존에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기기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2등급을 받았다. 본질적으로 동등성을 인정받는 

제품은 2015년 3월 510k 승인을 받은 메가 일렉트로닉스(Mega Electronics)의 

이모션 파로스 ECG 모빌(eMotion Faros ECG Mobile)과 헬스워치 

테크놀로지(HealthWatch Technologies)의 매스터 커션 디바이스(Master 

Caution Device)이다.46)

45) 2016년 12월 1일자 나노웨어 보도자료 및 PR Newswire 기사 “Nanowear receives FDA 

clearance for its transformative remote diagnostic monitoring device differentiated 

by novel cloth-based nanosensor technology (SimplECGTM)”

46) FDA K161461 510k Summary. http://www.accessdata.fda.gov/cdrh_docs/pdf16/K161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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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에이패스

2016년 10월에는 스위스의 클레버 컬쳐 시스템스 AG(Clever Culture Systems 

AG, CCS)가 내놓은 에이패스(Automated Plate Assessment System, APAS)가 

FDA 의료기기 2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47) 에이패스를 이용하면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자동으로 미생물 배양 결과를 스크리닝 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과정을 사람이 할 때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3-4배로 빨라지며, 

질병 진단 및 감염병 발생 시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에이패스의 FDA 허가 신청 당시 시판되고 있는 의료기기 가운데 에이패스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이 없었다. FDA 2등급 의료기기로 승인받기 위해 

CCS는 FD&C Act(Food, Drug and Cosmetic Act) 513(f)(2)에 의거하여 등급 

분류 재조정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호주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에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숙련된 미생물학자와 결과가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결국 FDA 2등급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48)

5.3 임팩트

임팩트(ImPACT)도 시판되고 있는 의료기기 가운데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이 

없었다. 임팩트 어플리케이션(ImPACT Applications, Inc.)도 FDA에 등급 분류 

47) 2016년 10월 10일자 LBT 이노베이션 보도자료 및 Med Device Online 기사 “US FDA Grants 

Approval For LBT’s Automated Plate Assessment System (APAS)” 

48) 2016년 10월 10일자 PR Newswire 기사 “US FDA Grants Approval for LBT’s APAS®”.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us-fda-grants-approval-for-lbts-apas-3003416

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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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을 요청하였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 결과, 2016년 8월 FDA로부터 특별 규제가 적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49)

5.4 파워룩 토모 디택션

미국의 iCAD는 2016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유방 촬영 장비 파워룩 토모 

디택션(PowerLook Tomo Detection)에 대해 CE 마크를 획득했으며, 현재 FDA 

승인은 대기 중이다.50)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영상 자료를 분석할 경우, 

기존에 전문의가 분석하는 것보다 정확한 결과를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어 유방암의 조기 검진이 가능해진다. 파워룩 토모 디택션은 이미 유럽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 진단 보조 장치나 소프트웨어로 허가된 제품은 없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 

허가 등급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9) FDA DEM 150037 de novo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ImPACT. 

http://www.accessdata.fda.gov/cdrh_docs/pdf15/DEN150037.pdf

50) 2016년 5월 3일자 iCAD 보도자료 및 2016년 11월 28일자 PR Newswire 기사 “iCAD to 

Showcas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Imaging at RSN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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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기능 허가 내용 국내 예상 등급 적용 가능 의료기기

심플ECG 심장 및 호흡 모니터링 FDA 2등급
2등급

(단순 이상 부위 감지)

마이다스아이티, 

치매 위험지수 측정

에이패스 미생물 분석 및 질병 진단 FDA 2등급
3등급 

(진단 결과 제시)

뷰노 ‘본 에이지’

임팩트 뇌진탕 진단 보조 장치 FDA 2등급
2등급

(단순 이상 부위 감지)

파워룩 토모 디택션 유방 촬영 장비 CE 마크
3등급

(이상 부위 감지 및 진단)
루닛 유방암 진단

왓슨 암 진단 보조 장치 - 소프트웨어로 분류

표 1.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예상 허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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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국의 의료용 인공지능 허가제도 비교

1.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사용 의도에 따라 

신체나 대상에 영향을 주거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으며,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고, 생명 유지나 생명을 구하는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다. 1등급 의료기기는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을 갖지 

않는다. 2등급 의료기기는 1등급에 비해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들이다. 3등급에 속하는 제품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이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이 있다.

최소한의 규제를 받는 1등급 제품은 설계가 단순한 청진기, 체온계, 칫솔 

등이 포함되며, 시판 전 신고인 510k의 제출 등 일반 규제가 적용된다. 510k 

신청서에는 해당 제품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기기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동등성을51) 인정받는 제품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90일 

51) 의료기기의 본질적 동등성은 사용목적, 기술적 특성, 성능 관련 자료, 안전성 및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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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규제 510k 적용 여부

1 일반 규제(General Control) 일부 적용

2
대부분 시판 전 신고, 일반 규제 및 특별 규제

(Special Control) 적용
일부 예외

3 대부분 시판 전 승인, 일반 규제 및 특별 규제 적용 일부 적용

표 2. 미국 FDA 의료기기 등급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규제는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이며, 2등급과 3등급 의료기기는 이 외에도 특별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등급 제품의 예로 CT, MRI 등 영상기기 및 파워 휠체어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품들은 일반 규제뿐만 아니라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특별 규제는 특별표시 

기재요건,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성능기준과 시판 후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등급 제품은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일반 규제와 특별 규제 

이외에 시판 전 허가(Pre-Market Approval, PMA)가 필요하다. PMA 신청서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임상연구와 기기 제작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PMA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다른 기기와 비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510k와 다르다. PMA는 510k보다 허가가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 데 약 180일이 걸린다.

평가 등을 확인해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성립된다(유규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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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의료기기 시판 후 관리

미국에서는 시판 전 허가 외에도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판 후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Medical Device Reporting, MDR):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부상의 원  

   인이 되거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FDA에 보고해야 한  

   다.

2. 시판 후 연구(Postmarket Studies):

   시판 후 연구는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PMA 허가 후 연구와 2, 3등급  

   제품에 해당되는 Section 522 시판 후 감시연구로 나뉜다. 허가 후 연구는  

   임상 및 비임상연구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Section 522 연구의 기준은   

   제품이 고장 나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거   

   나, 1년 이상 체내 이식될 예정인 경우 등이다. 

3. 의료기기 추적관리(Medical Device Tracking, MDT):

   제조업체가 부작용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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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2, 3등급 의료기기 중 1년 이상 체내에 이식되거나, 사용자 시설  

   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대상이 된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회원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CE (Conformity 

European) Marking을52) 이용한 단일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53) 유럽에서는 

3가지 주요 지침(Directive)과 기타 의료기기 관련 지침으로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해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기기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의 부록 9(Annex 9)는 18개 

규칙을 제시하고 의료기기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규칙 1에서 4는 비침습 

의료기기(Non-invasive Device)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고, 규칙 5에서 8은 

침습 의료기기(Invasive Device)에 관한 규칙이다. 규칙 9에서 12는 능동 

의료기기(Active Device)에 관한 추가규칙을, 규칙 13에서 18은 특별 규칙에 

해당한다. 

CE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에 적용 가능한 지침과 특정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제3자 인증기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등급 제품 가운데 멸균 상태로 판매되지 않거나 측정하는 

기능이 없다면 제3자 인증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부 2a등급과 2b등급 

52) CE 마크를 부착한 의료기기는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유규하, 2016).

53) 유규하. 의료기기 글로벌 허가인증제도 2016,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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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연합 의료기기 관리 지침

의료기기는 설계 시 필수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 제3자 인증기관이 검사해야 

한다. 3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제3자 인증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제품을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기술문서를 확인하면 

CE 마크를 부여 받을 수 있다.54)

1등급 의료기기에는 수동 휠체어, 병원용 침대, 청진기 등이 포함되며,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하면 

CE 마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등급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멸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a등급 

의료기기의 예로 외과용 봉합 소재, 주사기, MRI 등을 들 수 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1등급 제품 인증 절차에 추가로 품질시스템 감사가 

필요하다. 2a등급 제품에서 설계에 대한 감사는 제외된다. 2b등급과 3등급 

54) 유규하. 의료기기 글로벌 허가인증제도, 2016,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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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품질시스템 감사 후, 서류 심사, 제조시설, 임상시험기관 등의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제3자 인증기관을 지정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제조업자는 CE 마크를 받기 위해 지역에 

관계없이 제3자 인증기관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제3자 

인증기관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품질시스템 감독과 보증, 제품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 및 관리 등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시판 후 관리는 감시시스템(Vigilance system) 및 시판 후 

조사(Postmarket surveillance), 현장 안전 시정 조치(Field Safety 

Corrective Action)로 나뉜다. 감시체계 및 시판 후 조사는 시판 전 단계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품질과 안전 관련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현장 안전 

시정 조치는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사망 위험의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조사가 취하는 보고, 조사, 평가, 알림, 리콜, 회수 등 조치를 

뜻한다.55)

3. 중국

중국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CFDA)가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위해성이 가장 낮은 제품으로 일반 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장비 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조사, 2015, 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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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2등급 의료기기는 위해성이 중간 

정도인 제품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3등급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인체 

내에 이식되거나 생명 유지 또는 생명 보조 기능이 있어 위해성이 매우 

높으며 특별한 조치 및 엄격한 통제와 관리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등급 제품은 담당기관에 단순 신고만 하면 되며, 의료기기 승인서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지만, 제품이 변경되거나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등급과 3등급 의료기기는 CFDA 지정 시험 검사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 보고서 및 임상 보고서를 

취득해야 한다. 보고서를 취득하면 등록 단계로 넘어가며, 등록 신청을 

접수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등록 신청 서류를 기술평가기관(CMDE)에 

이관한다. CMDE는 서류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평가 의견을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한다. 기술 심사 후 신청 서류, 시험 보고서, 임상 

보고서에 대한 행정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해당 의료기기는 제품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등급 의료기기는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2등급과 3등급 제품 중에도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임상시험이 면제된다.

1. 작동 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정형화된 제품이다. 임상 사용기간 내 

심각한 부작용 발생 기록이 없으며, 용도 변경이 어렵다.

2. 비임상시험 평가로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입증한다.

3. 동종 의료기기 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에서 취득한 자료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및 성능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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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종류 내용 허가 절차

1 일반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위해성 무시

할 수 있을 정도
PMDA 신고

2 지정관리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위해성 낮음
제3자 인증기관 

인증

3 관리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위해성 높음 PMDA 심사 결과

에 따라 후생노

동성 허가4 고도관리의료기기
기기가 침습적이며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표 3. 일본 의료기기 등급

심사 및 등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접수는 5일 이내로 소요되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CMDE에 이관하는 과정은 3일 이내로 가능하다. 

기술 심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2등급 60일, 3등급 90일이다. CFDA 심사 

평가 및 결정은 30일, 행정 심사는 20일 이내로 소요되며, 등록증 발급은 

10일 이내로 가능하다.56)

4. 일본

일본의 의료기기 규제는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과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Agency, 

PMDA)가 책임지고 있다.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 접촉 부위 및 접촉 시간, 

부작용 발생 시 가해질 수 있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로 분류한다.

56) 유규하. 의료기기 글로벌 허가인증제도 2016, p.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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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PMDA에 신고하면 되며, 2등급 제품은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는 PMDA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의료기기57), 

개량의료기기58), 후발의료기기에59) 대해서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60)

5.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은 인체와 접촉하는 기간, 침습의 정도, 환자에게 

의약품이나 에너지 전달 여부, 환자에게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 유무에 따라 

판단된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61)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도 함께 고려해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국과 EU와 마찬가지로 

1등급이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고, 4등급이 잠재적 위해성이 높아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의료기기에 속한다.

1등급 의료기기는 시험검사나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 없으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로 신고 등록이 가능하다. 2등급 의료기기 중 동일제품62), 

57) 신의료기기란 기존에 제조 및 판매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 사용 방법, 효능 등이 

다른 의료기기를 뜻한다.

58) 개량의료기기란 재심사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 의료기기와 구조, 사용 방법, 

효능 등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59) 후발의료기기란 기존 의료기기와 구조, 사용 방법, 효능 등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를 뜻한다.

60) 유규하. 의료기기 글로벌 허가인증제도, 2016, p. 145.

6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를 이용해 반응·분석하는 시약으로 실험실에서 조제해 

사용하는 조제 시약은 제외된다.

62) 동일제품이란 이미 허가 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한 제품을 뜻하며 기술문서 심

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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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종류(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1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

기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

2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개인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

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

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

3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

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

4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개인과 공중보건에 고도의 위해

성을 가지는 경우

표 4. 우리나라 의료기기 등급

동등공고제품63), 또는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 없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64)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5일 이내 인증 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이 

필요한 제품,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 허가 신청을 통해 80일 이내 인증 받을 

수 있다.

3, 4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동일제품은 기술문서 심사 없이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통해 10일 이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제품이 아닌 경우 기술문서 

63) 동등공고제품이란 2등급 의료기기 중 동일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해 식품

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64)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로는 동등하지만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뜻하는 개량제품과 동일제품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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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아야 하며, 4등급 제품은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술문서 검토대상과 임상시험 검토대상은 처리기간이 각각 

65일, 80일 이내이다.

최근 식약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장치와 소프트웨어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단 보조 장치는 의료 

영상을 사용해 질병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 결정을 돕는 기기이다. 

소프트웨어는 보조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기계나 장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식약처는 2016년 12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65) “의료용 빅테이터를66)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이 같은 의료기기의 분류 기준, 허가 및 심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의료정보검색, 

분석, 진단 및 예측용으로 구분된다. 의료정보검색용은 질병 치료법, 관련 

의약품 정보 등의 의료 정보를 논문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문헌에서 검색해 

제공하며, 분석용 제품은 환자로부터 수집된 의료 정보를 분석한 뒤 질병 

65)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란 의료용 빅데이

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66) 의료용 빅데이터란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로 진료기록뿐

만 아니라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측정 정보, 의료 영상,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한다. 

(식약처, 2016)



- 49 -

그림 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분류  

진단이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진단 및 예측용 제품은 환자로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환자의 질병 유무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하거나 예측해 제공한다.67)

이 가운데 의료정보검색용은 의료 문헌을 분석해 환자 질병에 대한 진단법, 

치료법을 검색 및 요약하거나, 관련 처방전과 의약품 목록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석이나 진단, 예측용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거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부정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폐 CT 영상을 

분석해 정상과 다른 이상 부위를 검출해 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68)

67) 식품의약품안전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

드라인(안), 2016, p. 4.

68) 식품의약품안전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

드라인(안),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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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규제 기관 식약처 FDA 각 국가 규제기관 CFDA
후생노동생,

PMDA

등급 수 4 3 4 3 4

제3자 인증기관 - - 918개 - 12개

시판 후 관리

� 재심사

� 재평가

�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 추적 관리

� 부작용 보고

� 시판 후 연구

� 추적 관리

� 감사 시스템 및 시

판 후 조사

� 현장 안전 시정 조

치

� 품질 관리

� 광고 승인

� 추적 관리

� 추적 관리

� 변경 및 정보 관리

� 부작용 보고

� 기타 안전성 확보 제도

승인 제품 -

� 심플ECG

� 에이패스

� 임팩트

� 파워룩 토모 디택션 

- - -

표 5. 각국의 의료용 인공지능 허가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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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의 의료용 인공지능 허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3자 인증기관

우리나라에서 2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동일제품과 

개량제품은 식약처 산하기관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식약처 본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2등급에서 4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일부는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하며,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만, 2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에 한해 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품질관리 심사는 식약처가 지정한 4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2, 3,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심사(GMP) 

적합성평가를69) 하고 있다. 이는 26개 의료기기 전 품목군에 대한 제조 및 

수입업체의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 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 

KCL)이 적합성인증 등 4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70)

69) 기존의 국내 GMP제도는 품목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후 시판 전 GMP를 실시했지만, 2016년 

1월 28일부터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의 목적으로 허가 전 GMP제도가 도입되었다.

70) 유규하. 의료기기 글로벌 허가인증제도, 2016,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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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5개 국가에서는 3자 인증기관 918개를 지정해 의료기기 인증 및 

허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71) 최근 일본에서도 약품 및 의료기기법(PMDL)이 

개정되면서 제3자 인증 시스템이 확대되었고, 2015년 기준으로 12개 제3자 

심사기관을 등록 및 운영하고 있다.72) 더 많은 2등급 제품뿐만 아니라, 일부 

3등급 의료기기도 제3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외국 

제조업체들을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며, 일본에서 새로운 장비와 

기술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품질관리 심사는 식약처가 지정한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와 식약처를 통해 

받고 있다.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3자 인증기관을 통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관리 주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거버넌스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 체계가 

미흡하고, 기초 및 원천 기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이다. 

포지티브 법제도로 인해 산업 관련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낙후되지 

7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notifiedbody.m

ain

72) 유규하. 의료기기 글로벌 허가인증제도, 2016,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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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3자 인증기관 수

오스트리아 32

벨기에 19

덴마크 22

핀란드 15

프랑스 75

독일 204

그리스 14

아일랜드 4

이탈리아 179

룩셈부르크 5

네덜란드 30

포르투갈 21

스페인 48

스웨덴 44

영국 206

표 6. 유럽연합 3자 인증기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핵심기술 R&D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래 주요 산업군을 선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스탠퍼드대·MIT대·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과 

같이 기술 개발과 응용 기술, 산업화를 동시에 진행해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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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인공지능 사업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E(General Electric Company)는 지능형 솔루션 제공 플랫폼, IBM은 산업분야 

분석 솔루션 제공 플랫폼, 구글은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한 플렛폼이 없고, 국내 중소기업은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이 같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등 조직도 신설해야 한다. 현행 뇌연구법에 근거하여 미래부 

장관은 뇌 연구 분야 투자 확대 계획 등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에 보고한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 분과를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 융합 기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확대 계획을 세우고 법률 등을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고성능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 연구과제의 결과를 단계별로 공개 및 공유하는 정책도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법제도 정비

자동차, 의료, 금융, 교육, 범죄예방, 재난방지 등 각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제 개선이나 신규 법제 마련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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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를 정비해 인공지능 시스템 보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도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인공기능이 탑재된 기기의 품질 인증제도, 

관리감독 제도 설계, 민형사상 책임제도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개발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집단이 허가 절차에 

대한 기본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관련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 식약처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바 있다.

4.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는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에서 배출되는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90%가 구글에 채용되고, 일부는 중국 바이두와 일본 기업에 채용되고 

있다.73) 문제는 국내 대학에서 인공지능 개론만 가르치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거나 전공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기계, 

전자, 컴퓨터, 인문사회, 디자인, 수학 등 융합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협업이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급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만큼,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를 통해 

73) 정보화정책.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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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 및 

협력에 기초한 개방형 R&D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공동 연구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 시너지 창출, 거대 시장 확보 등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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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의료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술의 발전 

과정, 또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용 

인공지능이 국가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이나 유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허가 절차를 밟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등급을 

유추해 정리했다.

나아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서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허가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용 인공지능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정부에서 

발표한 제품 허가,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아직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료기기 허가나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할 만한 문서가 없다. 

이 연구의 기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금까지 개발된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들을 정리하고 각 의료기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모니터링부터 질병 진단 보조 장치까지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 시작한 제품의 등급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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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 허가 신청을 할 때 취득 가능한 의료기기 

등급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가 요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 의료용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연구 결과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어 현 상황 조사 및 법제도 분석 수준에서 그쳐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의료기기가 허가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허가 받는 제품 수도 

증가하고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 관련 자료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의료기기 허가와 함께 주요 국가에서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인공지능의 허가 절차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문헌 고찰을 

통해 각 국의 의료기기 허가 과정, 규제 기관, 사후 관리 등을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정부조직과 법정책 등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중심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고, 뇌 기반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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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투자도 활성화 하고 국제 공동 연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기존의 파편화된 R&D에서 대규모 장기 뇌 기반 R&D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제 공동 연구를 비롯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 

플랫폼 구축 등 정책이 특징이다. 일본은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범부처 공동으로 올해를 인공지능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통합연구 개발거점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며, 시스템 

통합 전문가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범국가적 시스템, 연구 

인력,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중심으로 미국 진출, 인재 

영입 전략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인공지능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논의 

중이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 범국가적인 계획이나 국제 공동 연구가 부족해 

원천 기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의료용 인공지능의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뚜렷한 정부 조직도 없으며, 관련 분야에 고급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식약처와 식약처 소속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있으며 그 외의 인증기관은 없다. 유럽연합에서는 

918개의 3자 인증기관을 지정해 의료기기 인증 및 허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제3자 인증 시스템을 확대해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들이 의료기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인증기관을 늘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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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후발 주자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의료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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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度发布机器人助理度秘 将与地图糯米结合),“

http://tech.qq.com/a/20150908/024325.htm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AI, 암 치료법 조언...백혈병 종류 

맞추다(ＡＩ、がん治療法助言　白血病のタイプ見抜く),“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05697850U6A800C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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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내용 등급

비
침
습

의
료
기
기

1 환자의 접촉되지 않거나, 건강한 피부에만 접촉 1

2 최종 관리를 위한 전달 또는 저장 1-2a

3 혈액, 체액 등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인 성분을 변형시킴 2a-2b

4 손상된 피부에 접촉 1-2b

침
습

의
료
기
기

5 체강에74) 삽입(비외과적) 1-2b

6 외과적 삽입75) – 일시적 사용76) 1-3

7 외과적 삽입 – 단기간 사용77) 2a-3

8 외과적 삽입 – 장기적 사용78) 및 이식용 기기 1-2b

능
동

의
료
기
기

9 투약 또는 에너지 변환용 능동 치료기기 2a-2b

10 진단용 능동 의료기기 2a-2b

11
인체로 또는 인체로부터 약물 및 기타 물질 등을 주입 또

는 추출하기 위한 능동 의료기기79)
2a-2b

12 다른 모든 능동 의료기기 1

특
별

규
칙

13
인체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종합적인 의약품을 혼

합하는 기기
3

14 성병 예방 또는 피임용 기기 2b-3

15 의료기기의 소독을 위한 기기 2a-2b

16 진단용 X선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기 2a

17
동물 조직 또는 추출물(건강 피부 접촉 기기 제외)을 이용

하는 기기
3

18 혈액 주머니 2b

부록 1. 유럽연합 의료기기지침 18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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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n Approv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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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driving 

innovations in the healthcare industr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Japan continue 

to invest in AI-related projects and fund AI-startups. However, despite 

the rapid change in the industry,  no regulations or guidelines have 

been published regarding AI-assisted medical devices in any of these 

countries. 

74) 체강이란 인체에 있는 자연적인 개구부와 인공적으로 영구 설치한 개구부를 뜻한다.

75) 외과적 삽입 의료기기는 외과 수술 등의 과정에서 체표면을 통해 체내로 삽입되는 의료기

기를 말한다.

76) 일시적 사용이란 60분 미만의 사용을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77) 단기간 사용이란 30일 이하의 사용을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78) 장기적 사용이란 30일을 초과한 사용을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79) 능동 의료기기는 전기에너지 등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능동 의료기

기와 환자 사이에서 에너지 및 물질 등 주요 변화 없이 전달만 하는 의료기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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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for AI-assisted medical devices 

currently in development or already in use by some medic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study summarizes the approval process 

for medical dev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For 

AI-assisted medical devices that have already been cleared, the study 

explains the approval reason and process for these products.

Also, the study analyzes the approval process in each country and 

compares them with the process in Korea and identifi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allow a third-party 

organization to approve the use of medical devices. Second, lack of a 

control tower that manages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Third, lack of legal system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AI-assisted medical devices. Finally, Korea is not 

prepared to create and support experts.

In conclusion, there are several ways to resolve these issues and to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AI industry.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pprove third-party organizations for medical devices 

approval process. This will shorten the amount of time necessary to 

complete the process and at the same time simplify the approval process 

itself. Second, there should be a clear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i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approval of AI-assisted medical 

devices, and the organization should act as a control tower. Third,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utilized in various field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bring in experts in related fields and also cultivate 

experts through national 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t any AI-assisted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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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in Korea, compan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First, if Big Data and AI technology are applied 

to search for medical information, it is not considered a medical 

device. Second, analytical products or diagnostic and predictive 

products can be classified into medical devices.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four class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otential risk 

to the human body.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s, approval, FDA, 

Wat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