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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주요이슈분석
품목분석 | 해외시장 | 주요이슈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현황 및 이슈(2)
Ⅲ

의료기기산업팀

국내 · 외 기술 현황

AI 기반 의료기기는 매우 빠르
게 발전하는 기술로, 활성화에
있어 여러 제약점들이 존재

1)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 기술 및 특성
가. EMR 및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재 국내는 단일 보험체계라
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허가,
보험등재 및 수가 결정, 신의


영상과
유사하게 현재 대부분의 EMR 및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딥러닝
기술에 기반을 두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음[그림 11]
- 그림 11을 보면, EMR을 활용한 인공지능 논문 편수가 2015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료기술 여부 이전에 현실적으

있으며 적용분야에서는 예측(prediction)이, 기술 방법에서는 비지도(unsupervised)가

로 인허가 의료기기가 현장에

가장 높게 나타남. 환자의 결과를 예측하는 프레임워크 중 대다수는 비지도 데이터

서 사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모델링(unsupervised data modeling)을 사용함

있음
또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딥러닝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던 성능의 한계를
딥러닝이 뛰어넘기 때문임
그림 11. EMR 활용 인공지능 논문 편수

에는 유효성을 검증할 충분한

Deep 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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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 Shickel et al.(2018) https://arxiv.org/pdf/1706.03446.pdf[16]


유전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질환 확인 및 진단(disease identification/diagnosis)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품이 IBM Watson Genomics임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전문 의료진이 annotation을 한 gold standard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활용하고 있으나, 환자군 분류 등 또는 annotation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한계 등으로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 활발히 연구됨[그림 12]
그림 12. EMR 분석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딥러닝 구조

출처 : B. Shickel et al.(2018) https://arxiv.org/pdf/1706.03446.pdf[22]


특히,
EMR의 경우 자연어(free text)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해당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상용자연어연구(clinic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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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 및 병리영상 인공지능 의료기기

의료
및 병리영상 인공지능 의료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진단 결과는 분류, 검출, 그리고 분할 이렇게
3가지로 활용될 수 있음
- 의학 전체 분야를 보면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류(classification)가 정밀의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3]
- 영상 분류와 검출은 최근 수년 사이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분야임[14]
1) 분류(classification)
- 분류란 의료영상을 어떤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클래스로 구분해 주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예를 들어
흉부 CT 영상을 보고 폐암/정상으로 분류하거나, 병기별로 분류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음
2) 검출(detection)
- 검출이란 의료영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객체를 식별해내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예를 들어 흉부 CT의 모든 단층 슬라이드에 존재하는 모든 폐결절을 식별해내는 것이 있을 수 있음
- 검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R-CNN으로부터 진화한 Faster R-CNN이 있으며, 의료영상을
CNN을 이용하여 RPN(Region Proposal Network)을 학습하여 관심 영역을 추출
- Faster R-CNN 외에, 회귀(regression) 기반으로 검출을 구현한 YOLO(You Only Look Once)와 같은 기법도
존재함
3) 영상 분할(segmentation)
- 분할이란 의료영상에서 의미를 가지는 영역을 픽셀단위로 구분하여 영역을 나누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흉부
CT의 슬라이드에서 폐암의 경계선 안쪽을 픽셀 단위로 구분하는 것임[그림 13]
-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U-Net, DeepLab, Mask R-CNN이 있음. Mask R-CNN은 기본적으로
Faster R-CNN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ROI pooling 이후에 2개의 convolution layer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임
그림 13. 흉부 CT에서의 노듈 분할의 예시

출처 : LUng Nodule Analysis(LUNA) 2016 Grand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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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그널 모니터링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그널
모니터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요 기술은 크게 데이터 수집 부분과 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에는 기존의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던 환자 모니터링 장비들１) 이 포함


수집된
데이터를 해당 장비에서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전도 측정기에 탑재된 자동판독 알고리즘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에는 앞에 소개한 장비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상
소견 또는 질환을 조기에 예측해 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등임


시그널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모델 개발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한
특징(handcrafted feature)을 사용하여 개발된 통계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20], 2010년대 이후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현저히 개선된 성능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음[표 16]
- 표 9를 보면 특히,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특허 출원인 중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인 CNN이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
표 16.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특허출원인의 국적별 내·외국인 점유 현황
(단위 : 건)

알고리즘

EMG

EEG

ECG

EOG

합계

CNN

5

15

10

2

32

DNN

2

1

2

0

5

DBN

0

3

0

2

5

RBM

0

2

2

0

4

AE

0

1

1

1

3

RNN

1

0

1

0

2

LSTM

0

0

1

0

1

기타

0

2

1

0

3

출처 : Comput. Methods Programs Biomed. 161(2018) 1-13.(일부 변형)
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NN : Deep Neural Network, DBN : Deep Belief Network, RBM :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AE : Autoencoder, RNN : Recurrent Neural Network, LSTM : Long Short-Term Memory


시그널
모니터링 분야의 특성으로는 데이터가 시계열적으로 수집되며, 서로 다른 센서에서 수집된
복수의 데이터가 같은 시계열 상에 배열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해당
데이터는 이상적인 경우 연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예 : 수술실 모니터링 시스템, 중환자실
모니터링 시스템, 샘플링 레이트 125~250Hz)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비연속적이며 그 수집 간격 또한
불규칙한 경우가 많음(예 : 일반 병동 환자 기록,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을 이용한 기록)

１) 심박수, 호흡수, 혈압, 체온과 같이 기본적인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센서-모니터 장비들과 심전도(e le c t ro ca rd i o g ram, ECG),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 근전도(electromyogram, EMG), 안전도(electrooculogram, EOG) 등 장기별로 특화된 신호를
수집하는 장비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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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 및 논문 현황
가. EMR 및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의료기기
논문 현황
- 지금까지의 발표된 논문들은 JAMIA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음[표 17]
표 17. EMR에 딥러닝 적용한 논문 편수
Disease
Detection or
Classification

Sequential
Prediction of
Clinical Events

Concept
Embedding

Data
Augmentation

EHR
Privacy

RNN and its
variants

15

21

6

1

2

CNN and its
variants

7

4

6

0

0

AE and its
variants

4

0

12

4

0

Unsupervised
embedding

3

5

6

0

1

GANs

0

1

0

6

1

출처 : C. Xiao, E. Choi, J. Sun(2018) Table 1 재구성[19]

-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으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심실부정맥 예측 논문[20], Vuno가 발표한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심정지 예측 논문[21], 응급환자 자동 분류 논문[22] 등이 대표적임

나. 의료 및 병리영상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 현황
- 국내에서 이제 품목허가를 받는 기기들이 막 생겨나는 시기로, 다양한 의료 및 병리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이 추진중임
- 뷰노의 안저질환 진단기기인 뷰노메드 FUNDYSCOPY 및 폐암 진단을 돕는 뷰노메드 CHEST CT, 딥바이오의
전립선암 진단기기, 메디픽셀의 폐암 진단기기, 메디웨일의 안질환 진단기기 등이 이미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진단 내지 검출 기능 자체로 FDA 승인을 받은 건이 많지는 않은데, 다양한 의료영상
기반의 진단/검출을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evidence를 축적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사료됨

논문 현황
- 의료 및 병리영상 분야의 트렌드를 관련 논문들에서 활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현저히 증가세를 보이며, 의료장비 측면에서는 MRI를, 진료과 측면에서는
병리과를 활용한 논문이 가장 많았음[36][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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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의료 및 병리영상 분야의 딥러닝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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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 Survey on Deep Learning in Medical Image Analysis’ report (2017.1.4.)
(* PubMed에서 ”convolutional” 또는 ”deep learning”의 키워드 검색, 300개 이상의 논문들 분석, 2017.1.1.까지 업데이트된
논문 포함)

- 의료 및 병리영상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피어리뷰가 진행된 의료 및 병리영상 관련 논문은 아래 표18과 같음
표 18. 의료 및 병리영상 출간 논문 목록
전공

이미지

출간

영상의학과

Head CT 기반 뇌출혈

Arbabshirani, NPJ (Nature) Digital Medicine, 2018

유방암

Bejnordi, JAMA, 2017

뇌종양

Capper, Nature, 2018

피부암

Esteva, Nature, 2017

흑색종

Haenssle, Annals of Oncology, 2018

당뇨병성 망막증

Gulshan, JAMA, 2016

선천성 백내장

Long,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2017

황반변성

Burlina, JAMA Ophthalmology, 2018

미숙아 망막증

Brown, JAMA Ophthalmology, 2018

AMD & 당뇨병성 망막증

Kermany, Cell, 2018

심장초음파술

Madani, NPJ (Nature) Digital Medicine, 2018

병리학과

피부과

안과

심장내과

출처: https://twitter.com/EricTopol/status/1028642832171458563

- 2016년경부터 인공지능을 의료영상에 적용한 논문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표적인 논문사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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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글의 안저사진 기반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 (JAMA, 2016년 11월)
· 12만장 이상의 학습 데이터와 1만장 이상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학습과 평가 진행
· 학습과 평가에는 각각 54명, 8명의 안과전문의가 참여
· 두 가지 데이터 군에 대해 모두 99% 이상의 AUC를 달성
그림 15.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 결과

출처 : JAMA, 2016년 11월

② 스탠포드 대학의 사진 기반 피부암 진단(Nature, 2017년 2월)
· 12만장 이상의 학습 데이터와 약 1,900장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학습과 평가 진행
· 21명 이상의 피부과 전문의가 과정에 참여
· 암종(carcinoma)에 대해 0.96, 흑색종(melanoma)에 대해 0.91-0.96의 AUC 결과를 보임
그림 16. 영상 기반 피부암 진단 연구 결과

출처 : Nature,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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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그널 모니터링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 현황
- 국외 임상시험은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시험 중 2건의 완료된 연구와 2건의 진행 중인 연구가 있으며,
2017년 11월 AliveCor사에서 휴대용 심전도 측정 하드웨어와 심방세동 예측 소프트웨어에 대한 FDA 510(k)
인증(clearance)을 획득한 사례가 있음
그림 17. FDA 510(k) 인증을 획득한 AliveCor KardiaBand

출처 : alivecor.com

- 국내 임상시험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에 등록된 임상시험 중
3건의 종결 연구와 1건의 진행 중인 연구가 있으며, 아직 인허가를 획득한 사례는 없음

논문 현황
- 현재까지 출판된 논문들은 기존의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에 딥러닝 기술을 단순 적용한 수준의 결과물들이
많았으나 점차 완성된 예측 모델을 임상 환경에서 검증한 연구들이 더 많이 공개될 것으로 보임[23-24]
- 주목할 만 한 점은 의료계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며 새로운 기술에 호의적인 공학 분야
또는 중개 연구 학술지들이 아닌 전통적인 임상의학 학술지들에서도 시그널 모니터링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것임
·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2018년 5월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JAHA)에
출판된 세종병원과 뷰노의 심정지 예측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이 있음[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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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JAHA에 출판된 세종병원과 뷰노의 연구 논문

출처 : J Am Heart Assoc. 2018;7:e008678. DOI: 10.1161/JAHA.118.008678.

-시그널 모니터링 분야의 트렌드를 관련 논문들에서 활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딥러닝을 사용한 시그널 데이터 분석 연구 논문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자연 영상과
음성 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이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인 시점과 궤를 같이함[그림 19]
-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CNN이 모든 데이터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네트워크를 사용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음성인식과 신호처리에 좋은 성능을 보여준 LSTM과 RNN 기반의 알고리즘 또한 도입되고 있음
그림 19. 연도별 시그널 모니터링 알고리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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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mput. Methods Programs Biomed. 161(2018) 1-13.(일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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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 외 정책현황 및 최근이슈

1) 국내외 정책 및 최근 이슈
가. 의료데이터 활용 현황
국내 상황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다량 의료데이터가 필요함
-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존재함
- 이외에도 해외 협력에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이슈가 있으며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의 제도적인 이슈들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다부처에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나 의료데이터를 가이드라인을 따라 비식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현 법규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나 이는
현실적이지 못함. 특히 주어진 데이터로 무슨 기술이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현재 의료 인공지능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 후향적 의료데이터를 병원
내부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태임
- 특히 상업화와 관련하여 데이터 소유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함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후에 법적인 이슈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국외 상황
- 해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상업적 활용에 대한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 최근 미국에서는 국내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Common Law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포괄적인 동의를 가능하게 하고 다기관 연구의 경우 하나의 IRB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등 데이터 기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중임
- 유럽의 경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를 정의하면서 익명정보는 GDPR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가명 정보２)는 개인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함
- 국내와는 달리 상업적인 연구를 학술연구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상업적인
활용에 대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２) 가명정보는 사전동의 없이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면 활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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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허가 현황
국내 상황
- 최근 식약처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하여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25],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26]

국외 상황
- 국제적으로는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에서 최근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카테고리로 새로 정의함
- 미국의 경우 2017년 12월 8일 의료 SW(Software As a Medical Device)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임상결정지원(Clinical And Patient Decision Support Software)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또한, FDA에서 인공지능 등을 기반을 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들이 전통적인 의료기기 심사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평가방식을 고민하는 중
- 그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FDA Pre-Cert for Software’임
· 2017년

8월부터 9개사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19년 1월 Working
Model version 1.0을 발표함(*Pre-Cert for Software 부록 참고)

다. 보험등재 및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국내 상황
- 현재는 단일 보험체계라는 국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기 인허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 여부,
보험등재 및 수가 결정 이전에 현실적으로 인허가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에는 유효성을 검증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제한이 존재함

① 인 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심사를 통하여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발표됨[27]
② 복지부는 혁신 의료기기 기업의 지정부터 인허가 등의 심사 특례,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마련,
보험급여 우대 등 기존의 의료기기 진입절차를 완화하거나 우회하는 경로를 마련하려는 법안을
논의중[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안]
③ 심평원은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SW) 급여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임[28]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비 이를 사용할 경우 AI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Level 3,4는 급여화 고려대상으로 제안[32] [표19]
· 치료 결과의 향상이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속하는 Level 2는 급여화
검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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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안
Level

연구자료의 형태

Level 1:
AI로 인한 진료업무 효율 향상

해당 없음(급여보상의 대상이 아님)

Level 2:
AI로 인한 진단능 향상 또는
과거 대응검사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향상된 진단능

Level 3: 치료 효과 향상

하

External validation with retrospective diagnostic cohort study

상

External validation with prospective diagnostic cohort study

하

교란변수를 보정한 retrospective cohort study

중

교란변수를 보정한 prospective cohort study

상

무작위 임상시험

Cost-effectiveness research

Level 4: 비용효과성 입증

출처 : 데일리메디, 인공지능(AI) 진단→'4단계 기준 급여 적용' 검토, 2019. 1. 10

- 영상 검사가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소수 AI 경우 신의료 기술 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신의료기술은 새로운 (급여)코드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
· 영상의학 검사 판독을 보좌하는 AI 의료 행위는 완전히 새롭기보다 기존 기술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급여 보상은 신규가 아닌 '기존 기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검사 수가 가산비 지급'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29]
그림 20. AI 기반 의료기술(기기)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방안(예시)
AI가 해당 급여/비급여 검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진단 정보 제공

AI의 성격

개별 검사에 대한
판독 보조
(예, “spell checker”
기능의 통상의 CAD나
여러 진단 보조정보를
제공하는 AI)

의료기술의 구분

기존기술

Triage/prioritization과
같이 batch (판독 묶음)
처리에 대한 보조

AI가 해당 급여/비급여 검사가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새로운 진단 정보를 제공
새로운 진단 정보와 대응되는
기존 급여/비급여 검사가 없음
Minor 진단정보

(예, 응급 brain CT를
AI가 분석하여 빨리
판독해야 하는필요성에
따라 판독 순서 정리)

(해당 검사의 일반적
진단역할 범위에 포함되는
요소로서의 새 정보:
예, brain thrombus
정량화AI와 같은
단순 정량화 등)

기존기술

기존기술

Major 진단정보
(기존 급여/비급여
(해당 검사의
검사와 비교 잠재적
일반적 진단역할 범위 대체 검사: 예, 간 CT를
이외의 새 정보:
이용해 간섬유화를
예, CT로 부터 환자의 평가하는 AI와 기존의
예후를 예측하는 AI) MR/US elastography)

신의료기술평가

대부분

출처 :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 인공지능 세션 발표자료(서울아산 박성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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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황[28]  
- 주요국가 중 충분한 임상적 효과(clinical utility)를 인정받아 보험으로 등재된 AI 의료 기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임
· 미국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경우, 보험급여가 아닌 business expense 형태의
의료기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
· 일본의 경우 예산 확보 후 2020년에 AI를 급여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함(日本經濟新聞보도기사)
· 영국 NHS의 경우,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 효과 개선이 있어야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다. 임상검증 관련 이슈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 적용은 현재 초기 단계로, 실제로 임상 진료에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의학분야의 주요 학술지들은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함 [3]
- 의료 인공지능을 임상 진료에 도입하기에 앞서 체계적 임상검증은 매우 중요
- 임상검증 과정에 있어 과적합(overfitting)３), 스펙트럼에 의한 바이어스(spectrum bias)는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과장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 필요


딥러닝
방식의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결과에 대한 해석력(i n t e r p r e t a b i l i t y)과
설명력(explainability)이 떨어지는 “black box”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임상검증 평가가 요구됨
- 판단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는 딥러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지만, 딥러닝은 계산 과정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아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도 그
원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가능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랙박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일부
제시되어 있음(예: attention map, saliency region)[3]
- 특히 이미지를 분석하는 딥러닝에 대해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연구가 최근 활발[30]
* (예)
 공간적 정보를 가지는 특징 지도(Feature map)를 가중합(weighted sum)하는 등 입력 데이터를
시각화(Visual Attention)하는 방식으로 해독하는 시도 등
-영상 분야 의외에 다른 유형의 인공지능에서도 해석력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

３) 알고리즘이 학습데이터 내에서는 정확하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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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지원현황
표 20. 국내 의료 인공지능 지원 현황
기초 연구지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 및 중재연구를 통하여
기초연구지원을 하고 있음
2016년 의료기기 분야에 한 개의 대형 산업화 과제가 지원되었으며 이외에
의료로봇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는 대형과제가 지원되었음

인공지능학습센터

2018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의료 인공지능학습센터 과제를 통하여
3개의 학습센터(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원광대학교병원)와
한 개의 임상검증 과제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료 인공지능 연구 확산이 기대됨

AI(지능형)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2018년 8개 중점질환을 대상으로 국내의 25개 의료기관을 모아서
한국형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개발하는 과제를 착수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지능형 의료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한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사업으로 2018년 범부처에서 진행함. 대다수가 약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들로 보여짐
*과기부(기초원천연구) + 산업부(상용화연구) + 복지부(임상) + 식약처(인허가)

3) 국제 규격 표준화 현황
가. 의료정보관련 표준 기구
의료정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다양한 표준 기구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21. 의료정보관련 표준 기구 현황

ISO/TC 215
(https://www.iso.org/
committee/54960.html)

HL7
(http://www.hl7.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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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공적 표준화 기구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정보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 2018년 11월 현재 184개의 표준이 제정되었고, 55개의 표준이 개발 중
- 한국을 포함한 28개국이 참여중이며, 31개국이 옵저버로 참여 중
- 의료 인공지능와 관련된 표준은 아직 없음
- 의료정보 표준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표준개발기구
-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참여 중
- 실제 제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을 개발
- 최근 HL7이 version 4 표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FHIR(Fast 헬스케어
Interoperability Resource, https://www.hl7.org/fhir/)가 부각되고 있음.
- HL7 FHIR는 현재 각종 헬스케어 mobile app에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Google, Apple등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였고, 2018년 8월에 Microsoft,
Amazon, Google, IBM, Oracle, Salesforce가 헬스케어 interoperability를
위해서 FHIR를 도입하겠다고 성명을 발표
- Clinical Decision Support Working Group을 통해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 개발과 관련된 표준을 19건을 발표하였고, 33건을
개발 중. 다만,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닌 대부분 CDSS 구조 및 데이터
호환에 관한 표준들임

품목분석 ㅣ 해외시장 ㅣ 주요이슈

DICOM
(https://www.
dicomstandard.org/)
LOINC
(https://loinc.org/)
SNOMED
(https://www.snomed.org/)

- PACS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료영상 표준

- 각종 검사결과와 관련되어 검사 코드, 결과값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

- 대표적인 의학 용어 표준 온톨로지

유전체 표준

- ISO/TC 215, HL7 Clinical Genomics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SNOMED, LOINC, GA4GH(Global Alliance for Genomics and Health)가
협력하여 ISO/TC 215 산하에 Genomics SC 설립을 추진 중
- ISO/TC 276, ISO/IEC JTC 1/SC 29이 협력하여 유전체 압축 표준 개발 중

IoMT
(Internet of Medical Thing)
표준

- Wearable device와 관련하여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에서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체온계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였고, 현재 심박계, 활동
량계 등)을 추가 개발 중.
- 공적 표준화 기구인 IEC에도 TC 124가 신설되어 신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최근 활동량계에 대한 신규 표준 개발 계획이 승인

나. 인공지능 표준 기구
표 22. 인공지능 표준 기구

ISO/IEC JTC 1/SC 42

-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2017년 ISO/IEC JTC 1/SC 42가 신설되었고, 2018년
5월에 첫 총회를 중국에서 개최
- WG1(Foundational Standards):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용어 정의
담당
- WG2(Big data): 기존의 JTC 1/WG 9(Big Data)그룹의 프로그램을 인계
- WG3(Trustworthiness):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 검증가능성, 설명력,
통제력 등에 대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세울수 있는 방안 모색
- WG4(Use cases and applications):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한 유즈케이스
를 개발 중
- SG1(Computational approaches and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인공지능 시스템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기계학습,
추론 등)의 특성과 특징 연구
- 현재 2건의 표준이 출판되었고, 5건의 표준이 개발 중
-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가 활발히 참여 중이며, 8개국이 옵저버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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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인공지능 표준 기구
ITU-T AI4H[31]
- ITU는 WHO와 협력하여 Focus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AI4H)를 2018년 수립
- ITU-T Study Group 16–Multimedica coding, systems and applications 산하
- 인공지능기반 각종 의료 소프트웨어들을 평가하기 위한 open benchmark와 표준화된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목적

아직 의료 인공지능와 관련된 국제표준은 전무하며 표준을 만들기 위한 초기 준비 작업 중
- 다만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인 OHDSI에서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DM(Common Data Model)을 이용하여 약물 위주의 공통 표준안을 개발 중


2019년
ICT 표준화전략맵(스마트헬스)에 의하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즉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는 기술은 국내외 모두 제품화 단계이며, 기술 수준은 선두국인 미국대비 95%
선으로 파악되었고, 표준화 단계는 모두 과제기획 단계이며, 표준 수준은 선도국 대비 90% 선으로 예측

Ⅴ

시사점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로서 의료 산업적으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임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년간의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의료기기에 융합하여 그 효능과 생산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함

현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는 의료데이터의 활용, 상업적인 이용, 인허가, 보험등재 등 다양한 단계에서
제도적인 제약들이 존재함.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필요함

국내에
기술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벤쳐와 의료기기 회사의 영세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기술의 임상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임상검증연구지원, 경제적인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의 유인 요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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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FDA의 규제 현황- Pre-Cert Pilot, 그리고 version 1.0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은 대다수 단독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임상 및 환자 결정 보조(Clinical and Patient Decision Support)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개발됨

2017년
FDA는 Digital Health Action Plan을 내놓으면서 단독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사전 인증제도(Software Precertification Program, Pre-Cert)라는 프로그램을 시범(pilot)
실시할 것이라 발표함
- 이는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설계, 시험 및 실제 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수집 능력에 관해 인증기관의
평가를 받는 사전 인증을 기본으로 함. FDA에서는 사전 인증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판 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제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시판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절차임
* Real world data(실제 사용 데이터)란 다양한 출처에서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환자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데이터로, 전자건강기록(EHR), 청구 데이터, 제품 및 질환 레지스트리 데이터,
환자 유래 데이터를 말함
※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은 전통적인 임상연구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니, 일단
시장에 출시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evidence를 축적하는 프로세스임
그림 21. FDA의 software 규제를 위한 reimagined approach

출처 : FDA, Developing a Software Precertification Program: A Working Model

- pilot에는 저위험에서 고위험까지, 그리고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의 기업을 골고루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9개의 기업을 선정함[33]
※ 선정된 9개 기업 (2017.9.26. 발표)
•Apple, Cupertino, California

•Fitbit, San Francisco, California

•Johnson & Johnson, New Brunswick, New Jersey

•Roche, Basel, Switzerland

•Pear Therapeutics, Boston, Massachusetts

•Phosphorus, New York, New York

•Samsung, Seoul, South Korea

•Tidepool, Palo Alto, California

•Verily, Mountain View,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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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FDA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Pre-Cert pilot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digital health
device applications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version 1.0을 발표[34]
- 이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규제방식인 De Novo４) 프로세스를 이용해 받아들이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증할 방식을 공개하여 의견청취를 통해 Pre-Cert model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힘
- 또한, 제조사의 culture of quality and organizational excellence를 평가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함. FDA는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문서를 공개함

문서 1    Regulatory Framework for Conducting the Pilot Program within Current Authorities
- FDA는 기존 De Novo Pathway의 심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힘
- De Novo로 분류될만한 SaMD 제품을 보유한 스폰서 회사들은 조기에 Excellence Appraisal５) 과정에
참가하여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게 함
· Excellence Appraisal에는 De Novo Request content, Quality System Regulation(QSR)６) 등이
요구되어 짐. De Novo 평가를 할 때 이미 QSR를 하는데, QSR 대부분이 Excellence Appraisal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로 충족되고 있다고 함
그림 22. Excellence Appraisal의 개념적 프레임 워크

출처 : FDA, Developing a Software Precertification Program: A Working Model

- De Novo 시판 전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실질적인 검토가 끝나면 FDA는 서면으로 제품 분류함

４)De Novo : FDA에 따르면 새로운 기기(new, novel devices)라는 뜻으로 제품 유형이 기존 분류(classification)되지 않으며, Class I or II
속하거나 Class III에 속할 수도 있는 low-to moderate risk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pathway임[35]
５) Excellence Appraisal : 제조사의 culture of quality and organizational excellence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하나로 제조사의 해당 제품
유형에 적합하고 맞춤화된 premarket submission process에 참여하게 하는 것
６) Quality System Regulation(QSR) : 현 미국 FDA의 품질시스템 규정을 말함. 미국에서 상업적 판매를 의도하는 의료기기의 설계와 생산을 위한
품질시스템을 국내외 제조업자들도 구비할 것을 요구함. 이 규정에는 품질 관리, 조직, 기기설계, 구조, 장비, 구매와 부품의 처리, 생산과 공정규제,
포장과 표시 규제, 기기 심사, 불만사항 처리, 점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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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Pre-Cert Test Plan for 2019
- 2019년 1년간 Pre-Cert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언급
- De Novo 과정 시, 간소화된 De Novo pathway(첫 번째 문서)를 활용한 Pre-Cert와 기존의 전통적인 De
Novo의 검토결과 및 의사결정 근거를 비교검증 하겠다고 밝힘(단, 스폰서 회사는 추가 부담 없음)

문서 3    Working Model
- Pre-Cert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목표, 비전, 배경, 개요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출시 이후, 제품 모니터링을 위한 Real-World Performance(RWPA)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명시함(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FDA는 RWPA를 Pre-Cert을 받은 제조사가 판매하는 SaMD 제품의 안전성, 효율성, 성능과 관련된 데이터의
systematic computational analyses이라고 정의내리며, 제조사의 SaMD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도움되는 에비던스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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