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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 머신러닝 기술 활용 및 동향
산업통계팀 김영식

Ⅰ

개요

으로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서,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컴퓨터를 통해 ‘학습’시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파악하고, 모델을 적용해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상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

학습하며 현상에 대한 판단이나
예측이 가능

대한 판단이나 예측이 가능함
- 아무리 용량이 큰 데이터라도 학습 모델을 빠르게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분석에서도 정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특히, 빅데이터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감지·이해
·실행·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헬스케어 산업
전 분야에 적용되어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자료: IBM(2018)

[그림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 등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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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AS(2014)

[그림2] 머신러닝과 관련 기술간 관계

- 특히, 빅데이터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감지·이해·실행·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의료영상 처리,
위험 분석, 진단, 신약 개발 등 헬스케어 산업 전 분야에 적용되어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의료·보건기관) 환자의 질병 진단·예측·치료 및 전염병 확산 경로를 파악 및 예측
*(보험사)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사기 가능성 탐지
*(제약사)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
*(의료IT) 각종 진단 시스템 개발 및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 생산과 관련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머신러닝 관련
정책적 지원 및 기술 개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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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ets and Markets(2019)

[그림3]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분석·저장·관리 시장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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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정책 동향

■ 국외 동향
	캐나다 정부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수립 추진 중
- 공통적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공 및 민간 영역 적용, 윤리, 표준화, 규제,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

자료: Tim Button(2018)

[그림4] 전 세계 인공지능 정책 동향

	(캐나다) 전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 국가로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PanCanadian AI Strategy)을 통해 연구개발(R&D)과 고급인력 양성에 5년간 1,073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
- AI 핵심기술과 인재를 양성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미국)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민간 주도의 관련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헬스케어,
교육, 환경 등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특히, 인공지능 기술 암흑기(60-70년대)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뇌과학, 자율자동차 등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
-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투자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응용기술
부문은 민간투자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

	(중국)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주도의 원칙을 내세우며 인공지능 기술성과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 기업을 지정하고
특화 플랫폼을 육성
- 바이두의 경우 자율주행차, 텐센트는 의료 및 헬스케어, 알리바바는 스마트시티, 아이플라이텍은 음성인식 분야
등으로 각 기업들이 전략 영역별로 특화된 플랫픔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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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디지털데일리(2018), 차이신주간(2018), CCTV뉴스(2019), 매일경제(2018)
[그림5] 중국 주요 인공지능 특화 플랫폼(왼쪽부터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아이플라이텍)

	(일본) 저성장 고령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 역량의 집중과 관련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3성
합동(총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으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
- 특히, 국내외 최고 인공지능 연구자 결집을 위해 연구거점을 마련(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16년)하고, 개방형
인공지능 R&D 플랫폼을 구축

■ 국내 동향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업하여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혁신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데이터 경제 활성화(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 지원 체계 마련, 주력 산업 지능화, 중소벤처기업 혁신
역량 강화, 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국가적 노력 추진
- 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이 국가시스템, 산업,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촉발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전면개정(’19년)
데이터 시장 규모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중점 데이터 조기 개방

[규모]('18)6.8조원→('22)10조원
[이용률]('18)9.5%→('22)20%
[중점 데이터] 128개분야(~'22)

자율주행자동차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20)

AI,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지능화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R&D 투자 비중 확대(중기부)

[AI] 차세대 알고리즘 개발 등 기술 수준 향상
[클라우드] 분야별 틀화 클라우드 솔루션 확보
[양자컴퓨팅]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확보

('18)26.8%→('22)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그림6]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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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장 규모

■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 규모 및 전망
	(기술별) 헬스케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상황인식 컴퓨팅, 컴퓨터 비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음성·영상·문자 등의 패턴 인식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 활용 가능성 큰 머신러닝
기술의 성장이 가장 크게 가속화 되고 있음
- 머신러닝은 2017년 기준 6억 6,67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52.6%로 상승하여 2025년까지 175억
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Markets and Markets(2018)
[그림7] 인공지능 시장 규모 및 전망

	(지역별) 북미 지역이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 중 37.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핵심요소로 전 치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며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북미 지역은 2017년 기준 5억 3,96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51.7%로 상승하여 2025년까지 143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NVIDIA(미국), Intel(미국), Xilinx(미국), Microsoft(미국), AWS(미국), Google(미국), IBM(미국) 같은
인공지능 분야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북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Johnson and
Johnson(미국)과 GE(미국)가 해당 지역의 헬스케어 시장 성장에 가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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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ets and Markets(2018)
[그림8] 지역별 시장 규모

	(사용자별)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가 2025년까지 가장 많은 인공지능 기술 사용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타 사용자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제공자는 2017년 기준 9억 1,57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48.5%로 상승하여
2025년까지 207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병원 운영 효율화, 환자 만족도 향상, 의료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시스템 및 솔루션을 다량 채택하고 있음

자료: Markets and Markets(2018)
[그림9] 사용자별 시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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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별)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적용사례로는 환자 데이터&위험 분석, 환자 간호&의료기관 운영 관리,
의료영상&진단, 생활관리&모니터링, 가상 도우미, 약물발견, 정밀의료 등이 있음
- 환자 데이터&위험 분석이 2018년 기준 가장 큰 시장으로(약 4억 9,000만 달러)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48.8%로 상승하여 2025년까지 79억 3,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의료영상&진단 분야는 2018년 기준 약 2억 4,0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나, 적용사례 중 가장 높은
성장률(57.8%)을 보이며 2025년 58억 6,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Markets and Markets(2018)
[그림10] 적용사례별 시장 규모 및 전망

(학습방법별)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학습방법으로는 딥러닝, 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 등이
있음
- 2017년 기준 학습방법별 시장규모의 경우 딥러닝이 3억 2,700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으로 조사되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54.9%로 성장하여 104억 7,8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1> 학습방법별 시장규모 및 전망
Market Size (USD MILLION)

Type

2015

2016

2017

2018

2020

2023

2025

CAGR
(2018-2025)

Deep Learning

152.4

223.2

327.9

488.7

1,131.8

4,257.3

10,478.4

54.9%

Supervised

74.8

107.2

154.1

224.8

499.0

1,764.1

4,169.8

51.8%

Reinforcement
Learning

29.3

41.0

57.5

81.9

172.6

560.1

1,242.5

47.5%

Unsupervised

20.8

29.4

41.9

60.4

131.3

448.7

1,035.4

50.1%

Others

23.7

32.7

45.3

63.5

129.2

392.5

823.6

44.2%

Total

301.0

433.6

626.7

919.3

2,064.0

7,422.7

17,749.8

52.6%

자료: Markets and Market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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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머신러닝 학습방법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기계) 분석 기술로 의료기관, 연구소, 제약회사 등
헬스케어 주요 분야에서 환자건강 개선을 위한 기술로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학습방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이 있음
- 아래의 학습 방법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음
<표 2> 머신러닝 학습방법
구분

특징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 지도학습은 컴퓨터에게 문제(Feature)와 정답(Lable)이 있는 데이터(Training Set)를 학습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타겟변수(Lable)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함
• 분류(Classification)가 전형적인 지도 학습 작업임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에서 필요했던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음
• 사람의 개입 즉 데이터 분류없이 시스템 스스로 학습함
•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특징을 탐색 가능하며 클러스터링이 주로 사용됨

준지도학습
(Semisupervised
Learning)

• 레이블의 일부만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 중간 형태)
• 준지도학습에서는 레이블이 일부만 있어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음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 알고리즘이 시행착오를 거쳐 어떤 행동이 최대의 보상을 산출하는지 분석
• 딥마인드 알파고가 대표적인 예임

딥러닝
(Deep Learning)

• 딥러닝은 심층 인공 신경망(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s) 분석을 의미하며,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와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킨
알고리즘임. 은닉층(hidden layer)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

배치 학습
(Batch Learning)

• 배치 학습에서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능력이 없으며,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번에 학습해야함
• 처음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난 후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Offline Learning 이고도 불림
•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할 경우 기존 데이터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학습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음
• 많은 컴퓨팅 리소스(CPU, GPU, 디스크 공간, 메모리 공간 등)와 비용이 필요함

온라인 학습
(Online Learning)

• 온라인 학습에서는 데이터들을 미니 배치(mini-batch)라 부르는 작은 묶음 단위로 학습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넣어서 학습
•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데이터를 받는 시스템에 적합하며, 자율적으로 변화에 대한 수용이 빠름
• 단일 컴퓨터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대한 데이터 세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음

사례 기반 학습
(Instance-based
Learning)

•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학습으로 시스템이 단순히 여러 사례를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학습하며 메모리
기반 학습이라고도 불림
• 저장된 사례 학습을 통해 새롭게 투입된 데이터에서 가장 비슷한 사례들을 찾기위해 사용됨

모델 기반 학습
(Model-based
Learning)

• 현재 머신러닝 트렌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러 샘플 데이터들의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
• 학습을 통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반복 사용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모델을 투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머신러닝(목표값=레이블)
**통계학(목표값=종속 변수)
***통계학(변수)=머신러닝(피처)
****통계학(변환)=머신러닝(피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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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업계 및 기술 동향

	2017년 기준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IBM(미국),
Intel(미국), Google(미국), NVIDIA(미국), Microsoft(미국) 등 5대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대 기업 및 그 외 관련 기업의 주요 기술 및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인공지능&머신러닝 글로벌 선도 기업 기술 동향
구분

내용
• 2017년 기준 헬스케어 시장에서 1위를 한 기업으로 최근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
• 인공지능 기술 분야 중 딥러닝을 중점으로 연구 개발하는 12개의 연구소와 1,400개 이상의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 중

미국

• 최근 AIHL(인공지능생활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및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Truven Health Analytics, Merge Healthcare을 인수함으로써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기능 강화
• 머신러닝 도구인 IBM Watson의 성공적인 출시로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됨
•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칩셋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헬스케어 시장의 선도 기업 중
하나임
• 인텔은 개방형 데이터 교환을 통해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국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ntel Nervana AI Academy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자, 학계,
신생기업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 교육 및 지능형 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 최근 Saffron Technologies, Altera, Nervana Systems을 인수하여 인공지능 사업부를 강화함
• 헬스케어 시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파트너십 및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Verily와 Nikon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당뇨병성 안질환에 대한 딥러닝 기반 지원 솔루션을 개발

미국

• ResMed와의 합작 투자로 진단되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의 건강 및 재정적 영향을 연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면 무호흡증 및 기타 호흡 관련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식별, 진단, 치료, 관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실행하기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개발 기업
• DRI(Deep Learning Institute) R&D 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머신러닝 핵심기술인
딥러닝을 위한 장치를 전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강력한 시장지위를 얻음

미국

• GPU 코어와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PC나 서버등의 애플리케이션 처리속도를 올리는 제품인 Tesla를
출시하였으며, IBM, Google과 같은 거대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 딥러닝 기술
개발 추진 중
• 헬스케어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Cortana Analytics, Microsoft
InnerEye, Microsoft Azure 등이 헬스케어 산업 핵심 인공지능 프로젝트임

미국

•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최근 시장 지위를 강화했으며, 최근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 Adaptive Biotechnologies와 파트너십을 맺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최근
생명공학 혁신 기술을 결합하여 인간 면역시스템을 매핑하고 해독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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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표 4> 그 외 기업 관련기술 개발 동향
구분

내용
• 차세대 고급 방사선 초음파 시스템인 LOGIQ E10 출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클라우드
연계 및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전보다 더 빠르게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재구성함으로써 확실한
진단을 가능케 함

미국

• 이 장치에는 MRI 또는 CT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급 GPU 하드웨어 기술이
내장되어 있음

•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머신러닝 전문가가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간편하게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종합 관리형 서비스 Amazon SageMaker 출시
미국

• 이 서비스는 머신러닝 활용을 위한 모든 작업 능률을 대폭 높여주며, 실제 운영 애플리케이션에
머신러닝 기술을 빠르게 적용 할 수 있음

• 전략적 기술 파트너인 IBM Watson Health와 협업을 통해 당뇨병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초의 지능형 앱 Sugar.IQ 스마트 당뇨병 도우미 출시 발표
아일랜드

• Sugar.IQ 스마트 당뇨병 도우미는 IBM Watson Health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앱
사용자의 혈당 수준이 음식 섭취, 인슐린 투여량, 일상 생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가능케 함

• S-Detect(영상의학과용 초음파 진단기기)에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한번의 클릭으로 유방 병변의
특성과 악성/양성 여부를 제시
한국

한국

한국

• 이 프로그램은 약 1만개에 이르는 유방 조직 진단 사례가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최종
진단을 지원

•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 재활을 돕는 솔루션을 개발, 치료사 없이 인공지능이 환자 맞춤형으로 강도를
조정해 재활훈련을 보조

• 대상자가 향후 걸리게 될 성인병을 예측하는 시스템 ‘셀비체크업’을 선보였으며, 국민건강보험을
보유한 51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혈관, 당뇨, 6대암, 치매 등의 발병확률을 서비스함

• 인사이트(https://insight.lunit.io/)를 통해 실시간 폐질환 진단 시스템을 개발, 딥러닝 기술을 통해
고정밀의 의료 영상 판독 서비스 제공
한국

한국

• 흉부 X-ray영상에서 폐암 결절, 결핵, 기흉 및 폐렴과 같은 주요 폐질환을 98%의 정확도로 진단 가능

• 인공지능 기반의 뇌경색 MR영상 진단 시스템 개발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뇌경색 원인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가능

• 뇌 MR 영상 중 연관성이 높은 주요 뇌 영역에 대해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자동으로 분할한 결과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의료영상분석SW)개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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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주도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인공지능(AI)
닥터앤서 사업을 통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음

Ⅵ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영상인식,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
- 특히, 빅데이터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감지·이해·실행·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의료영상 처리,
위험 분석, 진단, 신약 개발 등 헬스케어 산업 전 분야에 적용되어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 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
- 공통적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공 및 민간 영역 적용, 윤리, 표준화, 규제,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

	헬스케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상황인식 컴퓨팅, 컴퓨터 비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머신러닝 기술의 성장이 가장 크게 가속화 되고 있음
- (지역별) 북미, (사용자별)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제공자, (적용사례별) 환자 데이터&위험 분석, (학습방법별)
딥러닝이 그룹별 가장 큰 시장으로 분석됨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기계) 분석 기술로 의료기관, 연구소, 제약회사 등
헬스케어 주요 분야에서 환자건강 개선을 위한 기술로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학습방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이 있음
	2017년 기준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IBM(미국),
Intel(미국), Google(미국), NVIDIA(미국), Microsoft(미국) 등 5대 기업이 선정
- 국내의 경우 SAMSUNG, Neofect, SelvasAI, Lunit, JLK inspection 등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시사점
	우리나라의 기반SW·컴퓨팅 기술 수준은 미국(100) 대비 77.3,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80.5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비교대상국(미국, 일본, 중국, 유럽) 대비 가장 큰 기술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음(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8)
*기반SW·컴퓨팅: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컴퓨팅시스템

- 미국이 기반SW·컴퓨팅 기술 전 분야에서 대학,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며,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한국을 앞지르고 주요 선진국들을 빠르게 추격중임
- 중국은 2018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 일본을 제치고 가장 큰 시장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2025년까지도 가장 큰 시장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치 사슬(구축·유통·활용) 시장형성이 미진하고 선진국과 인공지능 기술 수준 격차도
크기 때문에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
- 머신러닝 원천기술의 개발보다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머신러닝 기술 핵심에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음
- 급격한 인공지능 관련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오픈소스 활용 중심의 기술 개발과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천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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