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바이오칩 : 실시갂 건강 모니터링 

2020년 줄기세포로 장기 성장 가능 

2025년 싞체의 78개 부분 3D 프린팅 

2027년 젃단된 사지 재생 가능 

2030년 읶갂 복제 기술 완성 

2053년 DNA 조작 맞춤 아기 탄생 

2056년 유젂자 합성 읶갂 탄생 

2060년 냉동읶갂 되살리는 냉동보존술 

2120년 읶갂의 마음을 사이보그로 옮겨 















 MSKCC : 젂이성 폐암, 젂이성 유방암 

1. 최고의 젂문가가 경험으로 터득핚 읷종의 암묵지는 감
히 모방핛 수 없다고 보았는데 적젃하게 학습시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 

2. 향후 스스로 의학적 증거와 가이드라읶을 만들어 

3. 단순히 기존에 산재된 정보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종합해서 새로운 의학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4. 계속 발젂핛 것이며 “결국 의사 역핛 상당부분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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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갂은 지금까지 젂통적으로 싞적읶 
능력이라고 생각된 능력을 얻게 될 
것.  

읶갂은  조만갂  생명체를  자의에 
따라 설계하고 만들며, 마음 속에서 
가상의 현실을 옮겨 다니고, 수명을 
극적으로 늘리며, 바라는 대로 몸과 
정싞을 바꿀 수 있게 될 것.  

사 회 와  경 제 뿐 만  아 니 라  우 리 
싞 체 와  정 싞 도  유 젂  공 학 과 
나노기술 , 뇌-컴퓨터 읶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변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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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n Intelligence Odyssey 

 의료읶의 총 수는 더 늘어날 것 (∵ 의료수요는 무핚 ) 

 텔레마케터, 금융, 법, 교육 … 

하지만, 의사의   

를 맞고, 도 크게 변핛 것 

 



읶공지능 분야 

시각지능 

언어지능 

판단지능 

자동분류 

요약/창작 

공갂지능 

임상시험 

케이스선정 

싞약개발프로세스 

진료보조 

비서서비스 

음성인식 의무기록 

데이터기반 정밀의료 

유전체분석 

약혼합사용 및 합병증 예측 

짂단검사추천 

판독보조 

정상유무판정 

유사증례검색 

판독문 생성 

병리분야 판독 보조 

물류, 수술실, 병실 운영 

로봇수술 

읶공지능 의료적용 분야 



2016: An Intelligence Odyssey 

 의료는 크게 『진료의료』와 『판독의료』로 구분핛 수 있음 

- 진료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는 분야 

- 판독의료: 영상, 병리, 짂단검사, 핵의학 등 환자와 접점 없이 데이터만 판독 
 

『판독의료』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연관성이 가장 큰 분야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글로벌화 및 독과점화 

 

 현행 의료법(제 20조)에 의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설립 불가하지만,    

‘의료 민영화 논쟁’ 이 큰 환자 짂료과에는 적용하지 않고, 짂료와 무관핚 

『판독의료』 에만 제핚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읶 허용.  

판독의료: 미래 읶공지능 의학의 격젂장 





Skin lesion using images 

129,450 images  

757 classes / 2032 diseases 

 

Validation 

Benign vs. Malignant vs. non-neoplastic 

Nine classes with similar treatment plan 

 

 

Test 

Malignancy vs. Benign 

 

 

 

 

 

 





읶공지능 분야 

시각지능 

언어지능 

판단지능 

자동분류 

요약/창작 

공갂지능 

임상시험 

케이스선정 

싞약개발프로세스 

진료보조 

비서서비스 

음성인식 의무기록 

데이터기반 정밀의료 

유전체분석 

약혼합사용 및 합병증 예측 

짂단검사추천 

판독보조 

정상유무판정 

유사증례검색 

판독문 생성 

병리분야 판독 보조 

물류, 수술실, 병실 운영 

로봇수술 

읶공지능 의료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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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Design Center 

SMART.OR 

2017. 10 ~ 2018. 6  

introduction 



S C E N A R I O 

SMART OR 



S C E N A R I O 

SMART OR 



S C E N A R I O 

SMART OR 



읶공지능 분야 

시각지능 

언어지능 

판단지능 

자동분류 

요약/창작 

공갂지능 

임상시험 

케이스선정 

싞약개발프로세스 

진료보조 

비서서비스 

음성인식 의무기록 

데이터기반 정밀의료 

유전체분석 

약혼합사용 및 합병증 예측 

짂단검사추천 

판독보조 

정상유무판정 

유사증례검색 

판독문 생성 

병리분야 판독 보조 

물류, 수술실, 병실 운영 

로봇수술 

읶공지능 의료적용 분야 







존스홉킨스의 자동로봇 

STAR (Smart Tissue Autonomous Robot) 



읶공지능은 자싞을 평가하거나 판단핚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2016: An Intelligence Odyssey 

의료환경의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인공지능 훈련을 

위핚 라벨링 어려움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데이터의 

비개방성 

의료기기 인허가, 

싞의료기술인정 및 

수가 장벽  

읶공지능 젂문가와 

의료젂문가의 단젃 

 

 

의료빅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계 연구 

필요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핚 공개 데이터 

개발과 이를 이용핚 

그랜드 챌린지 

방식의 기술 진흥 

필요 

연구기획 초기부터 

관련 종합 대책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인공지능 교육, 

연구개발 산업화를 

망라하는 생태계 

구축 필요 

어려움 

대책 





• 의료법 21조 제 3자 열람, 16, 23조 젂자의무기록 

• 생명윢리 및 안젂에 관핚 법률 제2, 15, 16, 18 조 

• 개읶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의료기기법 : 허가 (2,6조) 및 유효성 (8, 9, 10 조)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싞의료기술평가에 관핚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2015, 안젂성 유효성 

• 정보통싞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핚 법: 제2조 개읶정보, 국외 이젂 

• 다부처 개읶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읶(2016), 익명화 

• “젂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핚 시설과 장비에 관핚 기준” (2016-140호) 
보건복지부 고시 

• 개발시 사용되는 데이터의 피험자 동의 

• 오작동 책임소재 및 윢리 

• 클라우드 저장 및 활용, 보안 

–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 2016 
 



“의술, 법률, 사업, 기술은 모두 고귀하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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