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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2. 의료데이터 및 시장
3.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재활치료 분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활 대상 및 의료시장을 급격하게 확대시키고 있으
며,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신 재활치료 및 훈련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
활치료 현장에서는 숙련도와 훈련방법이 상이한 도수치료와 다양한 재활도구가 혼용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EMR)을 위한 데이터 표준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
술로서 IBM 왓슨(Watson)은 2017년도에 국내 대학병원에 도입되어 암 진단을 위한 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활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효
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치료에서 획득된 임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중복질환과
신체특성 등이 고려된 맞춤형 재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자맞춤형 재활은 고통스러
운 재활훈련 및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재활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
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의무기록에 대한 빅
데이터화 및 기능평가의 정량화, 재활훈련법 및 장비에 대한 표준화 등이 그것이다 의료
장비는 ICT 기술로 인해 전자의무기록(EMR)에 방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효과적인 재활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
춤형 재활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함께 증상에 대한 정밀한 치료 가이드를 제시함으
로써, 환자에게 보다 빠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치료방안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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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국내의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은 의료 사진 및 영상 판독을 통
한 진단지원 및 재활지원 보조기구 개발, 머신러닝기반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부
분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 국내 인공지능 의료분야 기업 (사진 이미지 인터넷 제공)
제이엘케이인스펙션(JLK INSPECTION)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영
상진단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뇌졸중 진단 보조 장치를 국내 최초로 의
료기기로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뇌경색 MR영상 진단
시스템으로, 뇌졸중은 발병 후 다수 환자가 마비나 통증 등의 후유증과 운동기능
이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뇌경색은 초기 발병 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따라 예후에 차이가 난다.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의
의료영상진단 보조 장치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량적 뇌경색 원인 분석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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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출처 :
http://www.jlk-inspection.com, 데일리메디, 2017년 09월 28일, 한국경제 2017년 07월 16일). 네

오펙트(Neofect)사는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 재활 치료용 스마트 재활 솔루션
을 연구하고 있다. 중추신경계질환 환자의 재활을 돕는 스마트 재활 솔루션
은 실시간 바이오피드백 장치인 스마트 글러브와 함께 재활 학습 알고리즘이
내장된 재활훈련 게임을, 치료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 맞춤형으로 게임의 강
도를 조정해 재활 훈련을 시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 (출처:
www.neofect.com, 한국경제, 네오펙트 AI 재활기기, 2016.12.08.).

뷰노 코리아(vuno)의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의료데이터 학습/진단보
조 소프트웨어로 폐암 등 폐 질환과 관련된 CT사진의 인식을 통해 의사 수준
의 정확도를 갖는 진단보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소아 골 연령 판독에서는
X-ray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 자동 판독하고
골 연령 확률을 제시하여 정확도 96%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폐 질환 부분
에서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하기 어려운 폐 질환을 폐 CT영상을 기반으로
97%의 정확도로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환자를 검색하여 진단에 보조하
는 기술이다(출처: http://www.vuno.co, beSuccess, 딥러닝으로 폐암 진단을 돕는다
(Vuno-Med) 2015.06.01.). 루닛(Lunit)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임상진단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병리조직검사는 환자의 수술 및 후속치료 결정에 중요하
며, 루닛의 기술은 현미경에서 쉽게 조직세포 이미지를 얻어 공유할 수 있고 유
사분열세포와 같은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의 검출을 지원한다.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렴, 폐기종, 미만성 간질 폐 질환, 결핵, 폐암 및 폐 전이
등의 흉부엑스선 사진에서의 비정상적인 병변을 검출하여 의사의 진단을 도와
주는 역할 수행하며, 유방조영술 부분에서는 유방암 검진 속도 향상을 위해
병변을 감지 및 지역화하고 악성 확률을 예측하는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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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unit.io, Platum, 이미지 인식 스타트업 루닛, 2015.11.03.).

스탠다임(Standigm)사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인
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질병 치료에 더욱 효
과적인 기존 약물들의 조합과 용도변경 탐색을 통하여 신약 개발 과정의 약물
후보군 및 임상 환자군 선별을 최적화해 약물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가장
유망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출처 : http://standigm.com, 한국경
제, 한경스타트업리포트, 2016.04.07.). 아직은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가 학계 및

산업계에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 수는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2.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도별 창립 기업 수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우리나라 AI 기업 현황 조사보고서, 2017년)

현재 국내의 재활의료 부분에서는 치료의 반복성, 정량성, 정확성의 확보는
가능하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재활치료의 빅데이터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 단계별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해외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의료기기의 융합에 관한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 다양한
상용화에 사례를 갖고 선도적으로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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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의 자연어 처리기술과 정보추출기술, 지식관리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자연어 질의를 이해하고, 지식화된 데이터로부터
답을 얻어내며, 현재 종양학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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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의료용 인공지능 연구 현황

기술명
IBM Watson
Enlitic
Ginger.iO
White Jack
Philips
Zebra Medical
Vision
Apple
Sense.ly Molly
Google
Deepmind
Health
Insilico Medicine
Google
Deepmind
Health
Lumiata
Google
Deepmind
Health
MedAware
Solutions
Wellframe
Solution
Softbank
Pepper

내 용
종양외과 전문의가 암환자에게 개별 맞춤 진료를 제공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딥러닝)하여 분석 및 질병을 판정
MIT가 개발한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우울증과 분노조절장
애 같은 정신질환 진단 서비스
의료 데이터 뱅크를 활용하여 환자의 증상 등을 입력하면
유력한 병명과 확률 계산
MRI, CT, 초음파 등 의료영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료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CT 검사에서 질병을 판독하
는 딥러닝 기술
애플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건강정보를 축적하고
왓슨의 치료조언 제공
고급 음성인식 기능을 갖춰 환자와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를 간호
대량의 환자정보를 학습한 AI가 환자맞춤치료제 제시
AI 기반 질환의 예측과 의약품 개발
소변, 혈액, 타액, 눈물 등에서 질병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
여 개인맞춤 질병 예방법 안내
메디컬 그래프를 통한 질환 발생의 예측, 분석과 증상, 치료
절차, 투약과정을 연계한 서비스
실시간 혈당측정기, 건강관리 플랫폼, 유전자 분석 등 건강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처방 오류 문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모바일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체성분 분석, 건강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재 건
강상태 제공

(출처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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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은 세계적으로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82.9% 수준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 분야이며, 한국은 2030년에 약 2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미래에셋, 인공지능(AI)시장 전망, 2016년). 특히
미국, 이스라엘, EU 등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 있고 창의
적인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그림 3. 인공지능 분야 100대 스타트업

(출처: AI 100: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Redefining Industries(CB Insights, 2017년)
인공지능에 관한 특허는 1976년 4건에서 시작하여 2014년 1,384건으로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인공지능 특허등록 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건수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약 47배, 일본은 10배, 독일은 2.3배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등록특허의 약 80.8%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이
11.3%, 대학·연구소가 약 5.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94.9%), 일본(93.7%), 독일(87.6%)로 높지만 한국은 66.7%, 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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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로 기업의 특허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2017년)

2. 시장동향 및 의료데이터
프로스트 설리반(Frost&Sullivan) 및 BCC(BCC Research)의 예측에 의하면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63억 달러에서 2024년 4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치료 시장을
별도로 분류하여 추산된 자료는 없으며, 단 인공지능 부분의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시장 통계만 존재한다. 2015년 인공지능 헬스케어 세계 시장규모는 71.3억
달러에서 2020년 754.7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성장률은 60.3%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6)).

그림 4. 빅데이터와 AI 시장 동향

(출처: IDC, EU,(2013). NIA(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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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독점하여 기술 및 지식종속의 심화
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
다. 인간을 능가하는 자가 학습 및 추론능력 단계에 이르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IBM Watson의
경우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을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방대한 의
료영상 빅데이터 및 자연어처리,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표 2.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운 5가지 이유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Healthcatalyst 발췌 및 재가공), 2016)
재활치료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필요성은 의료 데이터의 복잡성 증가로
인한 진단‧ 치료의 어려움 해결에 있다.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첨단의료기기와
활용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 데이터의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어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방대하고 다양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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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중 진료과정에서 활용할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검진자료, 질병자료, 전자의무기록자료, 유전체 분석 데이터 등
바이오센싱, 의료영상을 중심으로 데이터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동일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진들의 진료 소견이 각자의 데이터 해석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체 정보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는 일부 환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및 다양한 의료기관
등 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부터 환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뇌졸중재활코호트
연구단이 2010년부터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 8천명에 대해서 전향적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축을 위한 임상 데이터베이스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연구된 표준화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플랫폼 환경이 구축된다면 환자에게 특화된 양질의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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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인체자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환자
데이터셋
지역보건
의료정보
한국의료패
널

표 3. 보건의료분야 공공 빅데이터 현황
보유기관
내용
공여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유래물(DNA, 조직, 혈액,
뇨 등)과 임상(진단명, 수술명, 병리조직검사결과, 혈
액검사 등), 역학(성별, 생년월일, 음주력, 흡연력 등)
및 유전(SNP, CNV, Exome 등) 정보
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 활용지표
질병관리 로서,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질병이환, 의
본부 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활동 등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관한 현황 및 추이 파악
신체계측, 비만, 고혈압 등 검진조사,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등 건강설문조사, 식품 및 영
양소 섭취현황, 식생활행태, 식이보충제 등 영양조사
자격DB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성,
연령대, 지역, 사회경제적 변수, 장애, 사망관련 등
진료DB : 요양급여 청구 자료로서 진료, 상병, 처방
국민건강 관련 변수
보험공단 건강검진DB : 검진 주요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
관 및 행태관련 자료
용양기관DB :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지역,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건강보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초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
심사평가 간 진료 받은 환자대상의 표본 데이터
원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사회보장 전국
보건사업 및 행정업무, 전자의무 기록 및 진료관
정보원 의련(진료내역
및 검진 결과 등) 정보
개인의 건강수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요인, 건
의료욕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행태 변화분
한국보건 강행태,
사회 석사회경제적 특성, 의약품 구매, 경제활동, 건강수준,
연구원 의약품 복용행태, 민간의료보험, 건강기능식품, 건강
행태 등

공개
여부
제한적
공개
공개
공개
제한적
공개
제한적
공개
미공개
공개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분야 공공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 2015년,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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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치료는 신산업분야와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정밀 재활을 위해서는 로봇기술 및 가상현
실/혼합현실(VR/MR)기술 등의 4차 산업혁명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재활치료
의 단계는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는 각각의 치
료법에 해당되는 장비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필요한 장비 사용을 위한 준비 및 이
동,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로 효과적인 재활치료에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재활 기
능이 통합된 재활로봇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치료의 주요장비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VR/MR을 이용한 의료기술은 정신과적치료 및 인지치료, 재활치료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가상현실 치료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최진
희, 2007). 재활치료는 지루한 재활과정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
어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VR/MR기술은 재활 훈련과정에서 현실감 있는 다
차원(3D/4D)적인 몰입도를 부여하여 재활효과를 높이데 필요한 기술이다. 재활치
료에서 VR/MR기술은 재활로봇기술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재활의 중
요한 산업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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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재활치료 관련 주요기술

(출처: 재활공학연구소, 인터넷 이미지 사용)

인공지능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기술의 선제적 진보에 따라 법제도가 뒤따라 정
비되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치료는 해당
되는 인공지능이 의료기기로 정의 되느냐가 요구된다. 국내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정보 또는 진료정보를 정리 및 추적하는 툴을
제공하거나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기기
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공지능이 의료정보를 제공을 넘어서 진단을 목적하고 있을
때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빅데
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017.).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기존 치료법을 추천하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는 수준
일 때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IBM Watson은 의료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위한 진료수
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은 병원의 서비스 제공 또는 개
인의 부담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의료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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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인공지능 의료기술은 이외에도 논의 및 해결
하여야 많은 숙제를 넘겨 놓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
어 스스로 진단하고,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개인의료정보의 취득 및 전자의료정보의 보완, 암호화, 병원간 데이
터 공유에 대한 사회적 협의 및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 의료영상 이외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품목 예시
품목명 (등급)
생체신호검출보조
소프트웨어(2)
생체신호진단
보조소프트웨어(3)
인체유래검체검출보
조
소프트웨어(2)
인체유래검체진단
보조 소프트웨어(3)

정 의
환자의 각종 생체정보(의료영상 제외)를 사용하여 정상과 다른 이상
신호를 검출한 후 알람을 제공하거나 색상 또는 지시선 등으로 표시
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환자의 각종 생체정보(의료영상 제외)를 사용하여 질병의 유무, 질병의
중증도 또는 질병의 상태 등을 진단 또는 예측하거나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
인체 유래 검체를 분석하여 정상과 다른 특이적인 결과를 제공하여 의
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체 유래 검체를 분석하여 질병의 유무, 질병의 중증도 또는 질병의
상태 등을 진단 또는 예측하거나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표시하
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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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재활치료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비용의
불만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 요구에 기여할 수 있다. 환자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한 의료를 위해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 개선으로 환자의 기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맞춤형
재활치료는 환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유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환자와 치료사 수의 불균형 및 치료시설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의료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여 환자의 증상, 치료 방법, 처방에 따른 약물 정보, 약물의 효과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어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 및 임상연구 등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만성질환은 발병원인이 복합적이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 맞춤형 의료는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
하며,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가능한 질환의 정밀진단 및 조기
발견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의료기술은
첨단 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진화할 수 있으나 공공서비스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분야의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실현의 수단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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