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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ocus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활용방안과
경기도 시사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세계는 언택트, 디지털 전환 등

요 약

기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전망
⚫ 코로나19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가용성과 의료비 절감 수요의 증가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세계는 한국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역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정책·기술·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시장규모는 ’20년 49억 달러에서 ’26년 452억 달러
(CAGR, 4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AI SW공급과 머신러닝 기술의 시장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지역별 시장점유율은 북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AI 기술은 환자데이터·위험분석, 환자치료·병원관리, 의료영상·진단 등에 활용 가능
하며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의료영상·진단, 신약개발 등 관련 AI 기술의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기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혁신인프라가 우수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BT, IT 등 첨단기술 기업이 집적
하여 AI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AI 기술의 활용과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연계한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AI 혁신기반 마련, 둘째, 경기도 공공‧민간 의료시스템에 AI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효율성 확보, 셋째, AI 기술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과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경기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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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언택트’, ‘디지털 전환’ 등
세계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 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 중
- 과기정통부 ‘2020년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산업전반에 걸쳐 데이터·
네트워크·인공지능(D·N·A)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성장
- ’18년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15조 5,684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성장, AI 분야도 ’20년
매출액 2,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하는 등 산업전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분야 원천기술개발, 인재양성 및 교육,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 확대
- (미국)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헬스케어, 교육 환경 등 공공 부문의 정부투자 확대,
인공지능 기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영역 활성화
- (중국)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양성 추진,
인공지능 기술성과 상업적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선도 기업 기반 특화 플랫폼 육성
- (일본) 저성장 고령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강조, ‘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 등 개방형 R&D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또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
지능 등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업하여 지능정보기술 기반 혁신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데이터 경제 활성화(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 지원 체계 마련, 주력산업 지능화, 중소
벤처기업 혁신 역량 강화, 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제고 등 관련 정책 추진 노력
- 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이 국가시스템, 산업,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촉발하도록 국가정보화 기반법, 전자정부법 전면 개정(’19년)
- ’19년 정부는 미래 핵심성장산업으로 차세대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신산업육성 전략을 수립1)

1)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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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활용방안과 경기도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세계는 K-방역 등 전염병 예방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역량에 주목
- K-방역이 선방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혁신역량과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위상 제고로 코로나19는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년 11월 총 2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3% 증가하였고, ’21년에는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2)
- 코로나19 방역,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아오·헬스케어
기술혁신 역량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으로써 관련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
⚫ K-방역의 성공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국내 ICT, BT 기술력과 관련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K-방역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큰 역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예방, 소비자 중심의 바이오·헬스
케어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기술·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국내 코로나19 방역 AI 활용사례 (2020년)>
· (씨젠) AI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제품 설계, 실험 과정,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전산화
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개발기간 단축(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2020. 4.)
· (뷰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AI 기반 흉부 CT 영상 판독 솔루션과 흉부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을
세계에 무료 공개
- 뷰노메드 렁퀀트(VUNO Med-LungQuant), 뷰노 메드 체스트 엑스레이-코로나19 버전
(VUNO Med-Chest X-ray: COVID-19 Version) 등
· (루닛) 폐 진단 보조 AI 기술로 코로나19 의심 환자 선별에 활용
- 루닛 인사이트 CXR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 영상 판독에 적용, 10여개 국가에서 솔루션 활용

2) 산업별로는 의약품 8.5억 달러(+77.7%), 화장품 7.5억 달러(+25.4%), 의료기기 6.6억 달러(+88.2%)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보건산업 수출은 ’19.9월 이후 15개월 연속(’19.9.~’20.11.)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7개월 연속(’20.5.~’20.11.)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액은 지난 9월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로 월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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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정책동향
2.1. 해외 정책동향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역량 확보 및 신시장 창출 노력
- 세계보건기구(WHO)는 ICT 기반 의료혁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 2012’를 통해 ICT
기반 의료정책 수집을 모색하는 국가들에게 전략, 계획, 평가,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 (미국)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분야 상용화 연구 및 관련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정밀의료를 추진
하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 (중국)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의료 활성화 추진하고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데이터 활용 촉진
- (유럽) 의료정보 기술플랫폼 구축, 정밀의료 등 AI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일본) IoT, 의료진단서비스 로봇, 맞춤형 치료 등 다양한 의료분야 빅데이터 확보 및 인공
지능 기술의 활용 추진
[표 1]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주요국의 정책 동향
국가

정책

투자규모

기간

주요 내용

브레인 이니셔티브

10억 달러

2014~2024

- 범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상용화 연구,
두뇌의 뉴런 활동지도 작성 등 원천기술 개발 추진

정밀의료 추진계획

2.2억 달러

2016

- 환자의 유전정보,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질병 치료 및 예방법 개발 추진

미국

의료위생서비스
시스템 규획 요강

-

2015~2020

16조 위안

2030

10억 유로

2013~2023

3억 파운드

2014~2017

93억 엔

-

-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

1,000억 엔

2016~2025

- IoT를 활용한 의료진단 서비스, 로봇 및 센서를 활용한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추진

중국
건강중국 2030
규획 요강
유럽
연합
영국

인간두뇌 프로젝트
10만명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
게놈의료의 실현화

일본

프로젝트
일본재흥전략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9), 산업연구원(20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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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인터넷,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의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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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활용 촉진, 서비스 모델 구축 및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활용 촉진
- 의료정보 기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인간의 두뇌 관련
기초 및 상용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추진
- 암, 감염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정밀의료 R&D 및
실용화를 위한 빅데이터의 개발과 인공지능의 유전체
분석‧활용에 투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활용방안과 경기도 시사점

2.2. 국내 정책동향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19),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육성 계획
-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관련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
·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19 ~ ’21년)을 통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활용
절차 및 표준 개발 등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과기정통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 ’26년)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융합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구체화
· (범부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 ~ ’21년) 등 빅데이터 구축 토대 마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년)을 통해 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전산업의 데이터·5G·AI·데이터 활용·
융합을 가속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추진
·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 및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대상 웨어러블 기기 보급·질환 관리 지원

⚫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AI, 정밀의료 기술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정부는 데이터 3법을 개정(’20. 8. 시행)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제정(’20. 12. 시행)
하는 등 인공지능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 또한, 현재 인공지능 기술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3)하고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향상 추진 노력
- 공공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및 7대 분야(의료·감염병 대응 등)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착수
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ICT 등 신산업(비대면 등) 관련 기업 투자 확대 계획
- 최근 인공지능의 산업·사회적 활용 및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을 추진(’20. 12.)

3)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확보를 위한 대형 R&D 사업(’22 ~ ‘26년, 총 9,286억원 규모의 본예타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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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의료
기기 허가·인증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로써 AI 기술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노력
-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총58건4)의
허가‧인증을 완료하고 정책적으로 신의료기술 기반 혁신기업 육성 지원정책 추진
[표 2]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인증 현황
연번

품목명(등급)
계

계

제조

수입

58

54

4

1

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2)

28

28

-

2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2)

12

12

-

3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2)

3

3

-

4

의료영상획득장치(2)

2

2

5

치과용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2)

2

2

-

6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3)

6

5

1

7

홀터심전계(2)

1

-

1

8

지각 및 신체 진단용 기구(2)

1

1

-

9

체외진단용소프트웨어(3)

1

1

-

10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2)

1

-

1

11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2)

1

-

1

자료 : 식약처(2020).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정책적 지원 노력 확대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5)하고 있고,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디지털·비대면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시장 창출에 대한 수요 증가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대응 전략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6)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 기술, 감염병 확산 예측·조기 경보 등 관련 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노력

4) (’18) 4건 → (’19) 10건 → (’20. 9월) 44건.
5) 만성질환자진료비비중(건강보험): 26.8%(’03) →32.9%(’07)→41.0%(’17).
6)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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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기술‧산업동향
3.1.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과거 치료·병원 중심에서 일상에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예측‧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예방·예측·개인맞춤·참여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
- 환자의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케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등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에 IT 관련 기술융합 확산
- 최근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시스템 및 의료서비스로 이해되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업을 포함하여 정의 되며 최근 ICT 기술융합이 활성화되는 추세
3.2.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 및 적용분야
⚫ 인공지능이란 인간수준의 지능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진단, 예측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기술로 최근 기술융합을 통해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
-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융합이 확산되고 있으며 AI를 적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수요 증가
- 빅데이터의 가용성과 의료비 절감 수요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성장을 가속화
- 딥러닝, 자연어처리, 빅데이터 분석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정밀 진단치료,
개인별 맞춤형 질병예측 및 예방 등에 적용 가능하며 적용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표 3]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적용분야
구 분

적 용 형 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이용해
대량의
의료 영상기록을 처리함으로써 의료진의 치료
딥러닝
결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
영상처리
대규모 의료영상을 빠르게 처리해 질환 형태, 음성‧양성 판단 등에 적용
자연어 처리 진료 기록과 같은 긴 서술형 문자 묶음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변환
음성인식
환자의 음성과 언어를 포착해 중요한 정보를 전자 기록함에 기록
통계분석
대용량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빠르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환자의 치료 결과를 예측 가능
헬스케어 기관들이 보유한 방대한 환자 의료데이터를 처리하고 환자와 치료제공자들에게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치료를 제공
예측 모델링 위험 질환 예측 등과 같은 진료 결과를 예측하는데 수학 모델 적용
로보틱스
수술 과정의 정밀함과 정확도를 높여 질 높은 치료를 제공
디지털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상황에 간호사에게
개인비서
알림을 줌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머신러닝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 예측 및 분석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7

적 용 분 야
진단영상,
헬스케어 IT
의료기기,
헬스케어 IT
의약품,
헬스케어 IT
의료기기,
헬스케어 IT
헬스케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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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규모 및 전망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의 가치는 2020년 49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452억 달러(CAGR, 44.9%)로 시장규모 성장 전망
- 인공지능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규모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크지만, 향후
서비스 분야의 시장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20년 31억 달러에서
’26년 28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연평균성장률은 서비스(52.0%), 소프트웨어(44.7%), 하드웨어(43.3%)순

[그림 1] 공급분야별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시장 전망
자료 : Markets and Markets(2020).

⚫ 헬스케어 관련 인공지능 기술별 시장규모는 음성·영상·문자 등 활용가능성이 큰 머신러닝
기술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
- 머신러닝은 2019년 기준 15억 달러 시장규모에서 연평균성장률 46.8%로 2026년에는
177.5억 달러에 이를 전망
- 각 기술별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머신러닝(46.8%), 컴퓨터 비전(46.1%), 상황인식 컴퓨팅
(44.1%), 자연어 처리(41.7%)의 순

[그림 2] 기술별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 and Market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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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주요 기술의 적용분야별 시장규모는 환자 데이터·위험 분석이 2020년 기준 가장
큰 시장으로 연평균성장률로 볼 때 의료영상·진단 분야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 기술은 환자데이터·위험분석, 환자치료·병원관리, 의료영상·진단, 생활관리·모니터링,
가상지원, 신약개발, 정밀의료 등에 적용 가능
- 환자데이터·위험분석은 2020년 기준 가장 큰 시장규모를 차지(약9.2억 달러, CAGR 41.1%)
하나, 2026년에는 의료영상·진단분야가 연평균성장률 56.7%로 급속히 성장하여 2026년
까지 약 7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6년 적용분야별 시장규모는 의료영상·진단분야, 환자데이터·위험분석, 가상지원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

[그림 3] 적용분야별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 and Markets(2020).

⚫ 지역별 인공지능 시장은 북미지역이 3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경우 비중은 낮지만 연평균성장률이 46.3%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성장 전망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 점유율은 북미 38%, 유럽 28%,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며,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태평양(46.3%), 북미(45.6%), 유럽 순(44.5%)
- 북미 지역에는 NVIDIA, Intel, Xilinx, Microsoft, AWS, Google, IBM 등 인공지능 분야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Johnson and Johnson, GE 등
AI 공급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주도적인 AI 시장 성장에 기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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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시장 전망
자료 : Markets and Markets(2020).

⚫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국에
비해 시장규모는 낮은 편이나 성장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
-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70.4%로 세계 인공지능 시장
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9)
-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2018년 410억원에서 2023년에는 2,460억원에 이를 전망(Statista, 2020)

[그림 5]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 Statista(2020).
주) Source: KRIBB; B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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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활용방안
4.1.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질병 발생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예측, 환자 진단‧선별, 치료제 발굴‧개발 등 질병의 발생부터 치료
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 활용 가능
- 특히, 인공지능은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전염성 바이러스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표 4] 전염병 대응 단계별 AI 활용방안(예시)
구 분

AI 활용방안(예시)
조기경보(Detection)

추적
(Detection)

예방
(Prevention)

진단(Diagnosis)

진단 영상과 증상 데이터를 사용한 패턴 인식 (예 : CT 스캔)

예측(Prediction)

개인별 감염 확률 계산

감시(Surveillance)
정보전달(Information)

대응
(Response)

이상 징후 및 디지털 ‘스모크 시그널’ 감지

전달(Delivery)

실시간 감염 모니터링 및 추적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하 개인별 맞춤 뉴스와 콘텐츠 조절
물자 운송 드론 및 병원 등 노출 고위험 업무 로봇

서비스 자동화(Service automation) 환자 분류를 위한 가상의 어시스턴트 챗봇 활용

회복
(Recovery)

모니터(Monitor)

인공위성, GPS,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경제 회복 등 추적

자료 : OECD(2020).

⚫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가능
-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 관리의 탐지, 대응, 회복 등 모든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연구와 대응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OECD, 2020)
- 바이러스 확산 추세파악과 예방은 물론 진단·치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단계별 AI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
-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하여 관련 질병 데이터를 개방하고, 컴퓨팅을 통해
약물 및 백신 개발 등 AI가 주도하는 예방, 치료 솔루션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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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I 활용사례
자료 : 스트라베이스(2020).

4.2. 의료영상·진단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영상을 판독하고 진단을 수행하는 등 질병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
- 해외의 경우 IBM Watson 제품이 제품화되어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활용중이고, 의료분야 AI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을 진행 중
- AI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CT영상 또는 X-ray 영상 등의 판독이 가능
- 코로나19 감염 등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마다 다른 특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진단·치료 가능
[표 5] 의료영상·진단 분야 AI 활용사례
구 분

활용사례
IBM
(Watson)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AI가 탑재된 자동 진단기기나 AI 컴퓨터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중국 알리바바

- 5,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부터 얻은 데이터 기반으로 흉부 CT 촬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 20초 안에 판독 수행(인간 전문가 15분 소요), 정확도 96%

이스라엘
카훈(Kahun)

- 이스라엘 기반 의료기술 스타트업 Kahun은 Kahun knowledge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해외
미국
매사추세스 대학

- 기침소리를 분석하여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평가하는 AI 장치 개발

미국 RadNet

- Hologic과 파트너십을 통해 유방암 검출 툴에 대한 AI 활용으로 기존 2D시스템에 비해 추가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확률을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불필요한 조직 생체검사를 피할 수 있음

미국 Azumio - iPhone에 내장된 라이트와 카메라를 이용해 각 심박에 대응하는 손가락 끝의 색 변화를 캡처하여
‘Instant Heart
PPG(포토플레디스모그래피) 측정하고 당뇨병의 존재를 식별하는 AI 알고리즘 구축(정확도 82%)
Rate’

www.gbsa.or.kr

12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활용방안과 경기도 시사점

구 분

활용사례
- 병리에 AI를 도입해 전립선암 진단을 돕는 제품으로 병리학 의사가 눈으로 오랜 시간 관찰해 진단을 내
렸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효율성을 높이고, 오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딥바이오

- AI로 흉부CT를 분석하여 폐암으로 판단하는 폐결절을 시각화하여 폐암일 가능성 확률로 표시, 영상

메디픽셀

국내

의학의 진단 생산성 향상 및 오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메디웨일

- 안저 검사 영상을 분석해 안질환 진단 보조 제품으로 혈관, 시신경, 황반 등의 병변 여부 진단

Enlitic

- AI로 흉부 X-ray를 분석하여 비정상 스크리닝, AI로 흉부 CT를 분석하여 폐암 스크리닝

㈜뷰노

- AI가 X-ray 영상을 분석하여 환자의 뼈 나이를 제시하여 의사가 성조숙성이나 저성장 진단을 지원
- X-ray 판독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폐질환 여부 확인 기술 개발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루닛

- X-ray로 촬영한 환자의 흉부 영상을 입력·분석하여 폐 결정이 의심되는 부위의 정도를 표시하여 의사가
폐결절을 진단을 지원 기술 개발(JBS-01K)
- 환자의 뇌 MR(MAgnetic Resonance)영상과 심방세동 유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뇌경색 유형을
분석하여 진단을 지원(Lunit INSIGHT)
- 흉부 X-ray AI 영상 분석 SW를 국내외 코로나19 진단에 활용

4.3. 환자치료·병원관리 및 모니터링
⚫ 환자치료·병원관리와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질병상태 모니터링 등에 AI 활용
- 코로나19 등으로 감염환자가 의료 인프라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예: 음압병상) 및 의료장비(인공호흡기, 방호복 등) 등 중요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활용 지원
- 심전도, 뇌파 등 환자의 의료데이터 변화를 감지하여 환자의 상태 관리 및 적절한 치료시기를
예측하고 질병의 발생도 및 위험률을 낮추는데 기여
[표 6] 환자치료·병원관리 및 모니터링 분야 AI 활용사례
구 분

활용사례
IBM왓슨

해외

- 응급생황과 출동요청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에 적용해 최적의 대처 방안 제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생존 가능성 예측을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 알고리즘 개발하고, 생존가능성을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 토대로 집중 치로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예측하여 의료자원 할당 및 활용계획 수립 지원
영국의 IT 벤처기업
- 채팅창에 건강에 대해 문의하면 대화형 AI가 대답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스마트폰 앱 개발
‘Babylon’
미국의 벤처기업 - 병원의 업무 관리에 AI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전자 진료기록 등 병원 내의 데이터를 효율적 관리
‘Qventus’
미국 미네소타주
Careline Health -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다면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 ‘Muse Healthcare’의 AI 테크놀로지 도입해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예측 툴 도입
Group
중국 칭다오대학과
하얼빈의과대학 - 뇌졸중 리스크가 높은 집단에 대해서 발병에서부터 진찰까지의 지연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도출
뷰노
삼성SDS
& 빈티지랩

국내

-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심정지, 패혈증, 중환자실 재입실 예측 등의 AI 개발
- 건강검진 자료 및 EMR 자료를 이용해 유방암 환자 재발 위험도 및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3Billion

- 희귀질환환자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치료 기법 개발

셀바스AI

- 심장음, 심전도 분석을 통한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엘렉시

- 뇌파를 분석하여 뇌전증 발작 시간 예측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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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약 및 백신 개발 등 제품개발 지원
⚫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 분석, 유전자 분석 등 관련 데이터
분석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 및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 AI는 바이러스성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 백신 및 치료제 성분을 제안하고, 연구진들이 신속
하게 선행연구를 스크리닝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AI 활용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7) 가능
[표 7] AI 기반 신약 및 백신 개발 분야 AI 활용사례
구 분
미국 구글
딥마인드
해외

영국 엑시엔타

- 임상시험에 들어간 AI 설계 약품분자를 발표, 알고리즘을 통해 분자구조 개발시간 단축(5년→1년)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 AI, 첨단 제조 및 클라우딩 컴퓨팅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개발하고 테스트

디어젠
아론티어
국내

활용사례
- 의료용 AI ‘알파폴드(AlphaFold)’를 투입하여 치료법 개발하고, 수십 년간의 기계학습 진보결과와
단백질 접힘에 대한 연구에 활용

신테카바이오
스텐다임

- AI 분석을 통해 HIV치료제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음을 규명
-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신약개발, 개인유전체맵플랫폼 기술(PMAP) 보유

- 인공지능 기반 선도 물질 최적화(AI-based lead optimization) 플랫폼인 '스탠다임 베스트' 등 자체
개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항암, 비알콜성 지방간 등 파이프라인 개발

4.5. 기타 AI 활용사례
⚫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질병의 예측·진단·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인간의 삶에 기여
- 진단·치료·예방 등 모든 의료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AI 활용을 통한 의료의 질 개선 가능
[표 8] 기타 AI 활용사례
구 분
의료종사자의 멘탈
헬스케어에 AI활용
의료 AI에 의한
온라인 헬스케어 강의
AI 챗봇을 통한
건강관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한
당뇨병 스크리닝
음성 대응
가상건호어시스턴트

미국 스타트업
‘Rose’사
미국 스탠포드대학
‘Center for Health
Education’
영국의 IT 벤처기업
‘Babylon’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미국 Care Angel

활용사례
- 의료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제공하고, 보스턴 Brigham and Women’s
병원과 제휴를 통해 코로나19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지원
- 의료 AI에 관한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AI and Healthcare’ 제공하고, 의료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등 관련 영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페셔널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환자 케어를 향상
- 채팅창에 건강에 대해 문의하면 대화형 AI가 대답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스마트폰 앱 개발
-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2형 당뇨병을 검출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 가상간호어시스턴트로 팬데믹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 가능하며, 옴니채널 접근방식을
이용해 개인화된 경과 관찰이나 케어 관리 등 다양한 기능 제공

7) 신약개발 기간 : (기존) 평균 10년 → (AI 적용시) 3년으로 단축, 신약개발 비용 : (기존) 1조 2천억원 → (AI 적용시) 6천억원 절감 가능 (조선비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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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경기도 잠재력
⚫ 바이오‧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
됨에 따라 경기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
- 경기도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분야 혁신기술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내 기업지원을 통해
혁신기술 기반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원8)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출연기관을 통해 현장‧시장‧기술
중심의 현장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지역 사회 현황 대응 공공기술 개발
추진 (예: 힐링케어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약물재창출 스크리닝 등)
-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혁신기술기반 바이오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
VR 기반구축,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등 관련 신산업육성 정책사업 추진
- 또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사업,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 노력

⚫ 경기도는 첨단 산업기반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 BT 등 첨단기술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 노력
-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는 ICT, BT 등
첨단산업이 집적하여 관련 기업간 협력 가능성이 높고, 집적효과로 기술융합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제공
- 최근 경기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2‧3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과 연계한 AI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초광역 AI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표 9]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현황
항목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추진목적

IT관련 융합기술 중심으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경기남부의 연구소, 대학 등을 연계한
기술혁신 중심지로 육성

산학연관 기술혁신 근거리 네트워크 구축

위치

판교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광교테크노밸리내 택지개발지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면적

661,925㎡

269,404㎡

1,957,806㎡

특화산업

IT, CT와 관련 융합기술로 특화

BT, IT, NT 등의 첨단기술로 특화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의료기기, 지능형 로봇, 자동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화

전담관리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대표기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NHN,
엔씨소프트, SK 케미칼 등 민간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공공기관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LG 이노텍, 고려대 안산병원 등

특성

민간기업 중심

공공기관 중심

산학연 중심

자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18).

8)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육성, 경기도 바이오 R&DB 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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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IT, BT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하여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혁신 기반이 우수하여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기술발전 가능성이 높음
- 경기도는 17개 시도 평균 대비 첨단기술 사업체(바이오·의료기기·전자부품 등)9) 수가 많고, 첨단
기술 기업의 매출액(약173.6조원)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

(단위 : 백만원)

<경기도 기술업종별 지역특성>

<경기도 경제총조사(매출액) 현황>

[그림 7] 경기도 기술업종별 지역 특성 및 매출액 현황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20).
주)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2018),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

- 경기도는 BT, IT 등 첨단기술 사업체와 종사자 집적도가 높은 수준

[그림 8] 경기도 내 첨단기술 사업체‧종사자 집적도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20).
주)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2018),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

9)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라 제조업을 첨단기술(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고기술(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중기술(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저기술(식료품
제조업 등)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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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비 경기도 바이오산업 R&D 투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비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전국 대비 경기도 바이오산업 R&D 투자 비중은 2018년 기준 37.7%이고, 최근 5년간
12.2%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전국 6.0%)
[표 10] 경기도 바이오산업 R&D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3,097

3,505

3,576

3,902

4,878

6,181

비중

26.8

28.1

27.3

27.6

32.6

37.7

금액

11,547

12,486

13,086

14,118

14,973

16,406

연평균증감률

경기도

전국

12.2

6.0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2020).

⚫ 경기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술혁신 주체가 집적하여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AI) 활용을 위한 우수한 혁신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 (기업) 전국대비 국내 바이오산업 사업체의 21.5%, 종사자의 29.5%를 차지하여 전국 1위 규모
· 경기도는 전국대비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사업체의 37.5%, 종사자의 43.9%, 바이오의료기기
관련 사업체의 22.7%, 종사자의 32.4%를 차지하여 사업체 규모 전국 1위
- (대학) 경기도에는 4년제 이공계 대학교가 31개 소재(전문대학 제외)하며, 바이오 관련 학과(생명공학, 생명
과학, 식품생물공학, 바이오나노 등) 및 대학원을 보유한 학교는 20여개10)
- (기업부설연구소) 생명과학분야 기업부설연구소는 전국 1위 32.4%, 서울 28%, 대전 7.3% 순
- (병원) 전국 351개의 종합병원 중 경기도에는 총 63개가 존재하며, 시·도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종합병원이 17.9% 가장 많음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성균관대(경기),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곳을 AI 전문대
학원으로 선정하고 ‘22년까지 AI 전문대학교를 확대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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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의약품 사업체 분포현황>

<경기도 바이오의료기기 사업체 분포현황>

[그림 9] 경기도 내 지역별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인프라 분포현황
자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0).
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년 기준).

<경기도 바이오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분포 현황>

<경기도 종합병원 분포 현황>

[그림 10] 경기도 내 대학·종합병원 분포 현황
자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0).
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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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의 혁신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인증 받은 24개 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이중 6개
기업이 경기도 소재기업으로 경기도 화성시,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 남부에 위치
- 경기 남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병원 등이 집적하고 광교‧판교 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와
근접하여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표 11] 경기도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인증 기업 현황
업체명

㈜이우소프트

㈜레이언스

품목명(등급)
치과용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2)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2)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2)

주소지

주요 제품(사용목적)

경기도
화성시

- 치과용 영상을 저장, 확대, 축소, 조회와 함께 분석, 전송
처리하는 장치 및 출력장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술로 치아, 골격 등 인체 구조 등을 표시)

경기도
화성시

- 골연령 분석 소프트웨어

라온피플㈜

치과용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2)

경기도
성남시

- 치과용 영상을 저장, 확대, 축소, 조회와 함께 분석, 전송
처리하는 장치 및 출력장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진단을 위하여 환부(심장 혈관 포함)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송,
반사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화 하는 일반적인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지이헬스케어
코리아㈜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2)

경기도
성남시

㈜크레스콤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2)

경기도
성남시

- 골연령 분석 소프트웨어

삼성전자㈜

의료영상 검출보조
소프트웨어(2)

경기도
수원시

- 폐 결절 등 이상부위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자료 : 식약처(2020).

Ⅵ. 경기도 시사점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치료, 영상촬영‧진단, 신약개발 등 AI 기술의 활용과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바이오‧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영상·
진단, 환자데이터·위험분석, AI 기반 신약개발 등 관련 시장성장 전망
- 정부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빅데이터‧인공지능의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경기도 또한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관련 분야 AI 기술 활용 및 혁신 지원 필요
- 바이오·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활용 등 인공지능 기술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거점을
마련하고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혁신 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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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인프라가 우수한 지자체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빅데
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AI 혁신기반 마련
- 의료기관의 디지털화와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가 발생하며, 관련 빅데이터의
증가로 데이터를 단순화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AI 기술에 대한 니즈 확대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구축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바이오·헬스케어 빅데이터 확보 등 정책연계 필요11)
- AI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보건소 등 도민의 공공 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지원 통해 도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 경기도 공공·민간 의료시스템에 AI 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효율성 확보 노력
- 도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관련 빅데이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유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기술 활용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 기반 마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AI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내 감염병 예방·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혁신을 촉진
- 도내 스마트 의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 의료시스템에 AI 기술·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예측·진단 등을 통해 도내 의료 기관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효율성 확보 노력
- AI 기술은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신약개발, 정밀의료, 임상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의료영상·진단, 신약개발 등 도내 민간 의료기관 및 기업의
AI 신기술·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도입 지원 등 AI 기술·제품 활용 촉진
⚫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AI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
하고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 활성화
- AI 기술 활용분야의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IT, BT 등 첨단기술 융합이 요구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케어 분야의 혁신적인 AI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관련 혁신주체의 혁신역량과 협력이 중요
-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AI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학‧연‧병 컨소시움 운영 등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AI 기반 기술혁신 지원 정책 추진
- 도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질병 모니터링 등에 AI 기술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활용함
으로써 관련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고 신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광교·판교·안산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 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AI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내 산·학·연·병 혁신주체간 기술협력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협력생태계 활성화

11)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참여 기업 중 테라젠바이오, 랩지노믹스 등 2곳이 경기도 기업

www.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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