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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의료 기기

1. 개 요
1.1. 배경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배우고 결정을 내리는 것과 유사한 능력을 지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생물학적 지능을 모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환자
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개발을 위해 제약, 의료기기 및 다양한 의료 응용 분야에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1)
AI의 구현 가능성은 적응력 및 자율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적응력을 판단하는 AI
의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2)
① 시장에 출시되는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 내재됨
② 자율 의사결정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기기를 끊임없는
적응하고 최적화함
AI/ML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oftware as Medical Device, SaMD)는 많은 양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및 적응이 가능하다. SaMD는 질병을
진단, 예방, 모니터링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질병 완화를 위한 대안과 질병의
예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3) AI 및 ML(머신러닝) 기술은 실시간으로 디바이스의 성능을
조정 및 최적화하여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구별된다.4)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한 편이며, 단순한 기계 학습
기반 알고리즘에서 정교한 인지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의료기기에 통합된 AI 기술에는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음성 및 영상인식, 자연어 처리
1)
2)
3)
4)

Tsang et al, 2017
COCIR,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April 2019
COCIR published a library of use cases on its web site
US FDA 2020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통해 표준 알고리즘이
AI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 컴퓨터의 지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인증기관이 조언
역할을 한다. 그림1은 AI SaMD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1. AI SaMD의 예시
Ÿ

의료기기 AI
CT 스캔을 위한 AI 이

헬스케어 기능

AI 기술

미지 분석
정형외과 플랜닝 소프

Ÿ

방사선학

트웨어

Ÿ

진단

델에 기초한 이미지 인

Ÿ

피부 질병 감지 AI

Ÿ

심장 영상 분석

식

Ÿ

당뇨병성 망막증 감지

Ÿ

질병 감시

Ÿ

조기경보시스템

Ÿ

상태 모니터링

Ÿ

외과 수술

Ÿ

처방약 조제

처리, 언어, 얼굴 인식,

Ÿ

살균

기계 학습, 신경 네트

Ÿ

노인요양

워크

Ÿ

Ÿ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

AI
Ÿ

뇌전파(ECG) 또는 뇌
전파 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AI

Ÿ

예측 분석을 위한 의료

Ÿ

빅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딥러닝 알고리
즘, 신경망

기기

Ÿ

AI 강화 웨어러블

Ÿ

AI가 장착된 포도당 모

Ÿ

인식, 자연 언어 처리

니터 기기

Ÿ

AI로 강화된 의료 로봇
장치

Ÿ

개인용 로봇 보조 장치

컴퓨터 비전, 제스처

Ÿ

로봇 공학, 자연 언어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과 체내 진단 규정(In-Vitro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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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IVDR)을

통해 확립된 현재의 분류 모델은 의료기기로서 소프트웨어를 규제하고

있으며, AI/ML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EU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스로 학습하는 AI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AI 알고리즘은
2등급(중간위험)로 분류하고 있다. AI/ML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2a 등급 또는
2b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고 위험성 기기의 경우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의사결정이 가능한 AI 시스템으로 CE마크*를 획득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획득한 경우로는 프랑스 기업인 Diabeloop이 있다.5)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개발 속도가
빠른 AI 특성과 맞지 않다고 종종 지적되어 왔다.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평가되
었음을 나타냄

AI는 환자를 돌보는데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SaMD의 주요 장점은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빠른 연구 및 생산을
통해 보다 빠른 혁신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통해 건강의 개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빠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단 일정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및 최적화 향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우선순위 진료가 가능해지며, 데이터 마이닝은
노인 환자의 추락 가능성 예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AI/ML 응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의학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기 부문이 급증하였다. MarketsandMarkets(마켓앤마켓)은 세계 AI
헬스케어 시장이 2020년에 43억 유로에서 2026년에 400억 유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럽 내 헬스케어-AI 시장은 2020-2028년 동안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이
약 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6) 특히, EU에서 유전체학 및 DNA 염기서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량의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여, 이는 AI SaMD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치 사슬 분석
2.1. 가치사슬 구조
AI/ML 기반 SaMD는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 관련 가치 사슬의 전체
5) https://www.diabeloop.com/
6) https://www.inkwood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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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잠재적인 효용 가치가 있다. AI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잠재력은 현재 연구
개발 단계 및 환자 치료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 단계는 의료 가치 사슬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7) 실시간 환자 데이터를 사용하면 연구진 및 의료진이 환자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에서 AI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2. 의료 가치 사슬 내에서 AI/ML 기반 SaMD 의 가치 창출 사례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그림3은 소프트웨어와 AI/ML 기반 SaMD의 개발 방법을 나타낸다. 노란색으로 나타낸
그림은 각 이해당사자가 프로세스 상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순차적으로 나타냈으나, 반드시 연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7) Torsek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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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가치사슬을 넘어 병원관계자, 임상전문가 및 환자는 이러한 제품의 최종
사용자로서 전체 가치 생태계의 관점으로 AI/ML 기반 SaMD의 발전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혁신과 기술 관련 기업들이 집중적인 국지적 환경에서 특정
환자 중심의 솔루션을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지역 혁신과 의료 생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선형개발 모델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그림4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AI/ML 기반 SaMD의 지속적인 혁신 과정을 나타낸다.
반복 단계는 AI/ML 기반 SaMD 개발에 핵심으로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UX 설계자,
수학자, 데이터 과학자 및 개발자 등의 IT 엔지니어가 포함하는 가치 사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AI/ML 기반 SaMD의 가치 사슬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정교화 과정과
AI/ML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이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의료기기 산업과의
연계는 연구 단계에서 이뤄지며 하드웨어 장치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형태로 시장
진입 후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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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I/ML 기반 SaMD 의 지속적인 혁신 과정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based on The lean start-up (Eric Ries)

2.2. 가치사슬에서 핵심 구성원
AI/ML 기반 SaMD 가치사슬은 다음과 같이 각 부문별 관련 핵심 역할자로 구성된다.
• 소프트웨어 개발 - 기술/IT 기업
• 데이터 인프라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통합 - 제조업체, 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기업
• 규제 기관
• 유통 및 판매 - 최종 사용자
• 보험자
① 소프트웨어 개발
오늘날의 기술 관련 기업은 가치 사슬의 주역이자 원동력이다. IT 기업은 광범위한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용량을 활용하며, IT 전문가들은 AI/ML 기반 SaMD의 알고리즘 개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구조의 기술적인 측면과 AI/ML 시스템의
훈련 및 개념 등에 관여하고 있다.
기술 관련 기업은 IT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괄하며, 일부 기업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및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Alphabet, Apple 및 Microsoft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AI로
도약할 수 있었고. AI 분야에서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Arterys, 아일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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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finch, 미국의 Blackford 및 IBM Watson 등이 있다.
AI 혁신의 주자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아니지만, 의료 기기 제조업체가 적합한 디지털
기술을 가진 인력을 발굴하여 의료기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혁신 주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Rock Health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 만이 개인 건강 데이터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의사는 72%, 건강 보험사는
49%로 나타났다.8)
AI 관련 IT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 간에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 개발을 목
적으로 IT 기업의 경우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부문이 가치사슬의 중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에는 약 700개의
AI 스타트업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유용한 모듈을 개발하였고, 헬스케어
기업이 주를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기업들은 가치 사슬을 따라 활발히 활동하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와 서비스 부문과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을 담당하며, 부품 조립 및 하위 구성
요소의 제조는 대개 중국의 제조 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유럽의 기업들은
방사선학과 영상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오늘날 AI 시장은 매우
복잡해지고 경쟁사들이 틈새시장을 찾는 활동을 통해 범위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은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유럽의 기업은 거의
없는 편이다. 매출과 규모 면에서 상위 10위권 기업들은 헬스케어, 의료기술 등 AI 개발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헬스케어 분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기업
중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현재 미국의
기술 중심의 전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솔루션 지향적이고 환자 중심의 전략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술 관련 기업이 AI/ML 기반 SaMD 시장에 대한 부
가가치가 높은 반면 환자들로부터 신뢰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 Day and Zwei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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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세계 10 대 AI 헬스 기술 기업, 2019(단위:10 억 유로)
순위

기업

본사

시장 가치

자산

1

Apple

미국

838

325

2

Samsung Electronics

한국

237

265

3

Microsoft

미국

825

225

4

Alphabet

미국

753

202

5

Intel

미국

229

110

6

IBM

미국

108

113

7

Facebook

미국

446

84

8

Cisco Systems

미국

216

89

9

Tencent Holdings

중국

412

91

10

Oracle

미국

162

95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based on Forbes 2019

이 부문은 대기업 외에도 스타트업들이 헬스 관련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투자 지원 혁신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인 Crunchbase는 인공지능과 의료기기를 핵심
사업으로 결합한 33개의 EU 기업 및 56개의 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Promaton 및 Thirona와 스페인의 Mediktor 기업 등 유럽 내 일부 기업들은 의료용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2는 의료 제품의 핵심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목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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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럽 내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국가

기업

오스트리아

SteadySense9)

덴마크

Corti10)

프랑스

Volta Medical11)

내용

설립년도

의료 데이터 수집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기업
AI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비상호출 분석하고 심장마비의
징후를 파악함
AI 소프트웨어를 심장 매핑 보조 도구로 개발하는
혁신기업으로, 심방세동 등 복잡한 부정맥이 치료를

2016
2016

2016

위한 정보를 제공
병원균 감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헝가리

Hand in Scan12)

이탈리아

Patch AI13)

라트비아

Ardora

네덜란드

Aidence14)

스페인

Biel Glasses

처리를 통해 손의 위생을 감시하는 혁신적인 신기술

2012

을 보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가상 보조기구를 통해 실시간

2018

데이터 수집을 돕고, 임상시험 성과 평가가 가능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초기 단계의 디지털
지원을 제공. 오디오 패턴에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관리 메트릭을 추적하여 궁극적으로 관리 시간
을 줄이고 환자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완화
딥러닝 AI를 이용해 컴퓨터가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술
시력이 낮은 사람들의 이동성과 개인자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스마트 안경을 개발

2019

2015
2017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based on Crunchbase

② 데이터 인프라
AI/ML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입력이다. 이는 고품질 및
정확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없이는 적절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헬스관련 빅데이터는 전자 건강 기록, 임상 시험, 레지스트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웨어러블 기기의 센서를 통해서도 데이터 생성 및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고품질의 표준 형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의 더 큰 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현재 유럽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은 고도로 표준화된 소규모 헬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상호운용 가능한 광범위한 유럽의 헬스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을
9) https://www.steadysense.at/
10) https://corti.ai/
11) https://www.volta-medical.com/
12) https://www.handinscan.com/
13) https://patchai.io/en/
14) https://www.aid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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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해 EU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Philips Healthcare는
2018년 IntelliSpace Discovery 3.0 플랫폼15)을 공개해 AI 훈련 데이터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는 영상 연구를 지원하는 고급 시각화 및 분석 플랫폼이다. 여러 기관들과 스타트업
들은 이미 Discovery 3.0 버전을 사용하여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교육하고 검증하기 위해
환자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환자 중심의 의료 데이터 인프라 및 이니
셔티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유럽 보건 데이터 증명 네트워크(European Health Data Evidence Network, EHDEN)16): 유럽
전역에 걸쳐 연합 네트워크에서 헬스 인프라를 개발
•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통합(Meaningful Integration of Data Analytics and Services, MIDAS)17):
유럽 보건 당국으로부터 얻은 환자의 데이터와 앱(apps), 센서 및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의 통합 방법에 대한 조사
•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연구(Biomedical Imaging Research)를 위한 유럽 연구기관: 바이오
메디컬 이미지 연구 협력을 위해 연구자 및 산업 파트너를 지원
• BBRMI-ERIC18)은 현재 20개국과 1개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바이오뱅킹(biobanking)*을
위한 유럽 연구 인프라이며, 가장 큰 유럽 연구 인프라 중 하나임
• 유럽 의료 정보 프레임워크(European Medical Information Framework, EMIF): 57개 파트너가
참여한 공공-민간 협력단으로 2018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EMIF는 보건 데이터를 검색, 평가, 접근 및 (재)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워크
플로우 제공을 통해 보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킴
*연구 목적으로 생물학적 샘플을 저장하는 바이오 저장소

③ 의료 기기의 소프트웨어 통합
◇ 하드웨어 제조업체: 기존 의료 기술 기업들은 하드웨어에 집중해온 반면, 소비자
기술 기업과 함께 파트너기업은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내부 및
외부 데이터와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인터페이스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기술 기업들은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그들이 보유한 지식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진의 데이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19)
◇ 전자 제조업체: AI/ML 기반 SaMD와 관련된 하드웨어 제품을 위한 핵심전자 부품
15) https://www.philips.com/a-w/about/news/archive/standard/news/press/2018/20181120-philipslaunches-intellispacediscovery-research-platform-at-rsna-to-support-the-development-anddeployment-of-artificial-intelligence-assets-inradiology.html
16) https://www.ehden.eu/
17) http://www.midasproject.eu/
18) https://www.bbmri-eric.eu/
19) Deloitt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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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만드는

Manufacturer)은

역할을

한다.

전자

제조업

시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형 계약 제조 회사에 아웃소싱하는데,

그 이유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협력할 공급업체 수를 줄이고 새로운 설비, 장비
및 품질 시스템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능력에 대한 신뢰 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제조 회사는 미국에 있으며, 유럽은 적은 수의 유럽 기업들로 구성된다.
(표3. 굵은 표시)

이들 기업들은 모두 2018-2019년 동안 수익이 감소하거나 느리게

증가한 편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을 둔 유럽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이며,
의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GE Healthcare 경우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3. 글로벌 Top 15 의료 기기 제조업체, 2019(단위: 10 억 유로)
순위

기업

국가(본사)

수익

변동 % (2018-2019)

1

Medtronic

미국/아일랜드

27

+2

2

Johnson & Johnson

미국

23.9

+1.5

3

GE Healthcare

미국

17.52

+4

4

Abbott

미국

16.76

+17

5

Philips

네덜란드

14.25

-1.2

6

Becton Dickinson

미국

14.15

+32.1

7

Cardinal Health

미국

13.8

+15

8

Siemens Healthineers

독일

13.8

-2

9

Stryke

미국

12.04

+9.3

10

Baxter

미국

9.85

+5.3

11

Boston Scientific

미국

8.7

+8

12

Danaher

미국

8.05

+5.8

13

EssilorLuxottica

프랑스

7.55

+0.8

14

Zimmer Biomet

미국

7.02

+1.7

15

B. Braun

독일

7.00

-2.8

* 출처: Medical Product Outsourcing, 2019

의료기기에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은 여전히 소수지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업 예시는 표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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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럽 내 AI 기술을 접목한 의료 기기 신생 기업
국가

기업

핀란드

Cerenion

독일

DeepSpin

이탈리아

Omnidermal

리투아니아

Oxipit

회사는 혁신적인 인공 지능/딥 러닝 혁신 기술을 임상

Aether

실습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상지 절단 수술을 위한 생체 공학 의지를 만드는 것에

폴란드
스페인

Biomedical
Biel Glasses

내용
중환자실 환자의 뇌 기능을 감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메디컬 기업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MRI 영상촬영기기를 개발
피부과에 적용되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전
문 기업
데이터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통해 이

초점을 맞춘 재활 로봇 공학 스타트업
시력이 낮은 사람들의 이동성과 개인 자율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스마트 안경을 개발

설립연도
2017
2019
2017

2017

2017
2017

*출처: Technopolis Group, 2020

◇ 웨어러블을 통한 AI와 IoT(Internet of Things) 통합: IoT(사물인터넷)는 스마트 의료
기기를 연결하여 AI 소프트웨어가 유의미하게 분석이 가능한 많은 양의 데이터
생성을 의미한다. AI 소프트웨어와 IoT 기술의 통합은 새로운 범위의 웨어러블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 사슬 영역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AI를
접목한 IoT는 만성 질환 관리, 약물 관리, 원격 건강관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는 AI 소프트웨어와 IoT를 결합뿐만 아니라 임상전문가의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버 보안 기술의 통합도 가능하다.
④ 규제 기관
규제 기관은 안전성, 고품질, 적절한 표준화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AI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완벽히 갖출 필요가 있다.
AI/ML 기반 SaMD의 적용 특성을 고려할 때 투명성은 가장 중요하며, 개발자 및
제조업체는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실제 데이터를 통
해 지속적인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 변경 시 기기의 기능과 효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은 현재 의료
기기 규정과 잘 맞지 않는 편이며, EU MDR/IVDR 및 표준은 일부 기계 학습 모델을
대표하는 동적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20) MDR은 절차 및 품질 관리 규칙을 통해
필수 요구사항을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는 필수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
FDA는 제조업체들이 통합된 변경사항과 기기 작동 방식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한다.
20) Algorithms as medical devices, PHG Found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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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품의 위험성을 완화하고 FDA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보고의
빈도와 유형은 기기와 관련된 위험성, 변경 횟수 및 유형과 알고리즘의 성숙도에
기초해야 한다.
⑤ 유통과 판매
◇ 최종 사용자: AI/ML 기반 SaMD의 최종 사용자는 헬스케어 전문가이며, 기술의
주요 사용자들이다. 그들은 AI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하드웨어를 운영하지만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결과와 함께 운영한다. 보건 관리 및 병원관계자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재고 및 물품 관리를 할 수 있다. 연구진은 R&D
단계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업한다. 예를 들어 약품 개발 또는 미래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주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환자이며, 특히 치료나 복용량을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만성 질환 환자도 해당된다. 최종 사용자는 건강
상태 진단 또는 관리를 위해 의료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건강상태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의료진이 최종 치료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데이터 정보를 다시 보내 AI와 상호작용한다.
⑥ 보험자
보험 회사 및 의료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역 정부는 의료 가치 사슬에서
중요하며, 이들은 AI 기반 솔루션과 관련된 헬스 관련 비용의 상환과 하위 가치사슬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2.3. 가치사슬에서 핵심 구성원

AI/ML 기반 SaMD 가치 사슬을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주요 협업으로는 의료기술과
소비자 기술 기업 간의 전문 지식 제공하는 것이다. 협업의 예로는 AI 성능을 개발을
목적으로 Novartis와 Microsoft의 협력이 있다.21) 각 회사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 부문에 AI를 통합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유럽 대기업들과 협력하거나 유럽의 신생 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미국의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Microsoft는 8억 9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OpenAI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OpenAI의 Azure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2018년 Roche
21) https://www.novartis.com/news/novartis-and-microsoft-announce-collaboration-transformmedicine-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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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은 미국의 암과 관련된 신생 기업인 Flatiron Health를 10억 6천만 유로에 인
수하였는데, 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큰 인수합병(M&A) 거래 중 하나이다.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AI 인수는 기술 회사들, 특히 Apple과
Google을 중심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22)

3. EU 경쟁 우위 분석
EU의 경쟁 우위 지표는 강점, 기회, 위기 및 도전과제로 구성되며, 그림5는 AI/ML
기반 SaMD 가치 사슬의 주요 지표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그림 17. AI/ML 기반 SaMD 가치 사슬의 강점, 기회, 도전 과제 및 위기

*출처: Technopolis Group

3.1. EU 기업을 위한 강점
① EU의 특수성
현재 유럽의 SaMD의 전반적인 시장은 긍정적인 편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는 유럽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5년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AGR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고령화와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권의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지역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EU는 헬스케어관련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학과
22) CBS Insights, 2019

- 15 -

의학 등 주제별 전문 지식에도 강한 편이다. AI/ML 기반 SaMD의 상용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개발자들은 어떤 의료 조건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유럽의 기업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② 산업 인프라의 확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잘 확립된 대규모의 의료기술
산업 및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유럽에는 27,000개의 의료 기술 회사들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독일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의료기술 산업은 95%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 이미 잘 알려진 기업으로는 Medtronic이나 Philips가 있다.23) 의료용 솔루션
시장에서 진단 영상과 관련한 기술은 Siemens Healthineers, General Electric 및
Philips가 우세한 편이다. 이를 통해 의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4) 2024년까지 유럽 시장 선두기업들은 높은 투자를 할 예정이며,
Philips, Siemens 그리고 Medtronic Ireland는 글로벌
%)25)

20대 의료기술 기업(CAGR +4.5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 연구개발(CAGR +3%)에 대한 지출을 할 예정이다.

2019년에 의료기술관련 특허 출원의 40%가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26)

3.2. EU 기업을 위한 기회
① 벤처케피탈(VC) 투자 가속화
AI/ML 기반 SaMD의 EU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 유럽 내에서
2015년 이후 의료 분야 AI 기업에 투자된 벤처 자금이 크게 증가하여 그 규모가 22배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8억 유로가 투자되었다.27) 유럽 VC 펀딩은 높은 수준에 있으며
신생 기업들은 증가하는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AI 기반 의
료기기의 성장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VC 투자자들은 특히 광범위한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관심이 있으며, AI/ML 기반 소프트웨어는
질병 예방, 환자 모니터링 지원 및 만성 질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28) 신생 기업은 유럽 시장의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반면, 투자자는
미국이 시장 지배를 주도하며, 중국은 새로운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23)
24)
25)
26)
27)
28)

Clairfield International, 2018
Technavio, 2020
Evaluate Ltd, 2018
MedTech Europe, 2020
EIT Health and McKinsey, 2020
Clairfiel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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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의 지원
EU 차원의 더 많은 신생 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는 AI 지원을 통해 유럽은
AI 부문의 경쟁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하면 유럽의 우수성을 육성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였으며,29) 다음은
EU 지원을 통해 의료 분야의 AI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낸다.
• AI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EU 기업들이 시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지원
• AI 기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관리의 규정을 명확화
• AI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장벽을 허물고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
• 의료 분야에서 AI를 위한 우수한 센터 구축 지원을 통해 혁신 촉진 및 인재육성
지원
또한, 유럽 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은 AI에 관한 공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경 간
협력을 증진하고 모든 참여자를 동원해 공공과 민간을 증진시키는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최소 2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EU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소 10억 유로를 AI에 투자하기 위해 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U는 AI 관련된 과제에 집중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AI 우수연구와 디지털혁신허브 네트워크를 출범하였다.30)
③ 헬스케어 전문가의 수요
의료 분야의 AI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의료진 및 헬스케어 전문가
들은 AI/ML 기반 SaMD에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보고 있는 반면, 환자는 집에서 건강
관리가 실현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전체의 지원 외에도, 유럽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AI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임상 교육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미래의 헬스케어 및 AI 중심 전문가의
요구를 모두 해결함으로써 헬스케어 기술 인력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병원 관리자와
직원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31) 행정 관리 플로우는 AI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헬스케어 제공자는 워크플로우 관리를 위해 AI 툴을 가장 자주
29) EIT Health and McKinsey, 2020
30) European Commission, 2019
31) Administrative tasks can take up to 70% of a healthcare practitioner’s time (EIT Health &
McKinsey, 2020).

- 17 -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4%).32)

3.3 주요 당면 과제
유럽의 헬스케어를 위한 AI 개발 관련 신생 기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도전과제
및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솔루션 검증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로의 접근
∙ 병원 공공 조달 프로세스 진입의 어려움과 관련 분야로의 시장 접근
∙ 임상 워크플로우의 솔루션 통합
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헬스케어를 위한 AI 제품의 핵심 과제는 고품질 및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이다. 대규모의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양이 적더라도 표준화될 수 있다면, EU에서
AI/ML 기반 SaMD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AI/ML 기반 SaMD와 관련된 주요 위기 요소로는 환자의 데이터 취급에 있다.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증가로 법적, 윤리적 우려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부터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며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고객들은 개인의 데이터가 AI를 통해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다. EU는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오용을 피하기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으나, 변화무쌍한 AI 소프트웨어의 환경에서 GDPR를

적용하는 방법이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규제 요건도 지속적으로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규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기업의
혁신 속도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외부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유럽의 표준과 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은 메디컬 기술과 관련하여, 특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들의 제품을 의료 기기로 분류해야 하며,
이 경우 적합성 평가와 CE 마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33)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표준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Google 및 Amazon 등의 대기업이
32) HIMSS Analytics, 2018
33) Clairfield Internation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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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기업을 빠르게 인수하는 미국의 환경보다 유럽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임상 연구 분야와 AI 기술의 만남
AI 관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AI 연구진과 의료진의 협력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의료진은 참여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반 SaMD를 출시하려는 유럽 내 기업들의 주요 당면 과제는 IT 노하우와 관련이
있다.
AI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병원과 환자 등의 최종 사용자와 기술 인력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최종 사용자 관련 보건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예: 환자와 양질의 시간을 위한 시간 확보)을 이해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IT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과 의료 예산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교육 지원 등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2030년까지 간병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소요 시간은 2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투자비용 외에도 교육부분에서 새로운 워크플로우 설계 및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34)

3.3 위기
① 글로벌 경쟁
현재까지 강력한 기술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신생
기업들은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
분야에서 221건의 벤처캐피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은 108건, 아시아는 7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의료 기기의 가치사슬이 크게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의 의료 기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인 제조업에
집중하였다. 당시 중국의 수출은 주로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디바이스로 주를 이뤘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FDI 구성이 변경되면서 연구 개발,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 제품의 수출은 대부분
34) EIT Health and McKins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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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급기술 분야로 전환되었다.35)
② 시장 접근성
현재 전반적인 AI 시장에서 미국이 선두에 있으며,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EU는 미국 및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EU는 이들보다
더 많은 AI 연구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AI의 상용화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EU는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의 요구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스타트업은 첫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투자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및 진단 분야의 기업은 이미 설립되었다.
•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새로운 투자자나 합병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③ 사이버 보안
유럽 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디지털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36) 의료 기술 시장 외에도 자동차와 IT 부문으로 외부 기업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EU 승인 절차 및 유통 및 모니터링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관련문의처: 벨기에 브뤼셀 거점 강주석 소장(T: +32 2-431-0591, E: kangjs@kiat.or.kr)

35) Torsekar, 2018
36) Clairfield International,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