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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의료와 어떠한 형태로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본 발표는 시작된다. 전통적인 의료 분야에서 이미 하나의 의료 주체(의사, 기기, 행정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 역할은 일반적으로 시간적 

또는 경제적 비용 등 효율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효율성은 항상 기존 의료 주체들에 의해 

정확성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며, 결국 의료에서 인공지능의 영역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른 관점으로 기존 의료 주체 또는 체계에서 수행되지 못했거나 부정확한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의료에서 인공지능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의료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주체로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발표에서 주제로 다루게 될 Dr. AI 기술은 병원에서 의사와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의사를 대신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로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인공지능 

진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IBM Watson이다. 이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단 또는 치료 분야에서 의사가 인공지능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EMR 기록을 분석하여 환자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많은 기록에 의해 미래를 예측해야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대규모의 기존 임상 사례들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면, EMR 임상 사례에 대한 지루한 반복 학습은 오히려 인공지능에게는 매우 적합한 일이다. 본 발표의 

목적은 이 EMR 임상 사례 학습을 통해 환자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의사 Dr. AI 기술의 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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