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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in industry and is also introducing a new 
era in the field of medicin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called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analyzes big data, identifies patterns, and performs a task according to an analysis result or pattern. In 
the medical field,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used for such things as disease diagnosis, prediction of 
complications, or correction of user behavior using big digital data collected from many sources and 
populations across the world. For diabetes, various studies to predict glycemic response or diabetic 
complications or to calculate insulin dose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new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abetologists need to use the new system to obtain information more actively, explain it to patients in 
more detail, and support them based on evidence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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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1년 스티븐스필버그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

는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인공지능 로봇은 매우 먼 

미래쯤에나 볼 수 있을 그런 환상으로 느꼈던 것 같다. 그러

나 이제 그 영화를 기획한 스탠리큐브릭 감독의 통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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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를 원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사람과 꼭 닮은 인

공지능로봇, 폐허가 된 도시의 건물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

긴 수없이 많은 로봇을 발견하는 장면은 그 영화를 몇 번이

나 본 이후에도 충격적인 장면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AI

라는 용어를 더욱 익숙하게 한 것은 아마도 지난 2015년 3

월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 간의 대국을 통해서였을 것이

다.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과 함께 여러 상품의 출시나 

관련 도서의 출판, R&D 투자가 잠시 유행처럼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이미 한참 이전

부터 여러 분야에서 화두가 되어 왔었고 이미 엄청난 투자

와 노력이 있은 후에야 이윽고 알파고라고 하는 구체적이면

서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바둑이라는 개념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고 비로소 인공지능에 관심과 투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어찌보면 안타깝게만 느껴진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의학계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온 바, 한국 의료계, 특히 당뇨병 환자를 진

료하는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를 발전시키며 활용할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인공지능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

끼게 되는 분야는 아마도 자율주행 분야일 것이다. 필자가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학 연수를 위해 미국에 거주할 때에 

근처에 있는 구글사의 자율주행 시험차를 심심찮게 본 적

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날 줄은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상

용화가 이미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딥러닝

(deep learning),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으로 대

변되는 이들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인 후 이를 

패턴화하여 인식하고 각각에 맞는 판단 방침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데이터와 그에 맞는 분석결

과가 추가되게 된다면, 즉 학습을 계속 하게 된다면 더욱 정

밀한 분석과 판단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 제

일의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를 이기기 어려웠던 것도 알파고

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다 학습한 상태로 대

국을 펼친 것이기에 한 명의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데이

터와 경험으로는 쉽게 맞서기가 어려웠던 것이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른다. 오히려 1승을 거두었던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

이었고, 역설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바둑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세돌 기사와

의 대국을 통해 알파고는 매우 중요한 학습을 하게된 것이

고 이제 더욱 강력한 시스템으로 발전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이용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

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일고 있다. 어떤 누군가는 인

공지능은 기존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이

라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인류를 파멸시킬 위험

한 존재가 될 것이라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신호등을 예로 

들곤 한다. 즉, 처음에 자동차가 출현하였을 때, 교차로에서 

사람이 일일이 중앙에서 신호를 해주었어야 했다고 한다.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탓에 신호등이 나왔고 이는 아

주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을 것이다. 어떤 약속된 시간에 따

라 점등을 하여 신호를 변경하는 것,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

템으로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

이라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형 신호등이 나오는 것처럼! 후

자의 경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서

운 살상무기를 만들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미 얼굴을 인식

하고, 말을 인식하고, 글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는 바, 이를 전투롯봇이나 드론에 입력하여 넣는다면 특

정한 사람들만을 살상하는 형태의 무기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방어에 대한 부분까지도 학습

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

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인공지

능의 옳고 그름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은 의료계

에 적용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또한 이에 대한 준비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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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2. 디지털 의료의 시작 

의학계에는 이미 인공지능, 즉 기계 학습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상촬

영과 판독만 보아도 필름으로 촬영하던 시대에서 이를 디지

털 이미지로 보게 되고, 여기에 판독도 모두 디지털화된 텍

스트기반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디지털화된 이미지

는 이후 좀더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삼차원으로 재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인

식이라는 인공지능을 더하게되면 전세계 수십억 장의 이미

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판독 결과를 매칭할 수 있게 될 것

이고, 그렇게 학습된 시스템은 수십 년간 경험을 축적한 한 

명의 의사보다도 더욱 정교한 판독을 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의 학습과 판

단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는 IBM 왓슨의 경우

에서 이미 확인될 수 있었다. 방대한 논문 자료와 치료 방침

을 학습한 왓슨은 의료진과 다른 결과를 내어놓았고, 이 결

과에 따라 치료한 것이 오히려 효과적임이 밝혀지면서 왓슨

이 더욱 이름을 얻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방대한 영상 자료

와 논문 정보를 학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과가 의사의 경

험과 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보다 좀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의사인 나로서도 매우 유쾌하지 않은 일임은 확실하

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직 의사의 판단이 좀더 낫다고 하

더라도 10년 후에는 어떠할까? 10년간 더많은 정보와 데이

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의사의 판단이 더욱 정교

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는 정말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를 주도

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만성질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위에서 영상의 디지털화에 대해 논하였다. 그렇게 디지털

화된 영상은 DB화가 됨으로써 방대한 영상자료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그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있어서 인공

지능 시스템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혈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숫자화된 값으로 DB화되기에 매우 적합한 모

델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용이할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20년 전부터 혈당값은 온라인상

에 저장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3] 이는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최근 더욱 그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헬스케어는 개별화

(personalization), 예방(prevention), 예측(prediction), 참

여(participation)를 지향하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당뇨

병의 경우로 예를 들어본다면, 디지털화된 혈당값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서버에 축적될 것이다. 10명, 20명일 때에

는 그저 각 개인의 혈당값에 불과하겠지만 1천만 명의 데이

터가 모인다면 어떨까? 그리고 각 혈당의 변화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나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함께 구축된다면 어떤 변

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단순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한 생체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어

떠할까? 그 사람의 혈당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거나, 음식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하게 되지 않을까? 혈당의 변화라는 

것이 생활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값이므로 이를 모두 분석해내고 이를 DB화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활습관 자체를 

이제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혈당 예측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된다. 

최근 2015년 Cell에 개인의 microbiome, 혈액검사 결과, 

설문, 신체계측 결과, 식사일지 등의 기록을 통해 혈당 반응

을 예측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4]. 

각 개인의 특성을 그룹화하고 특정 음식에 대한 각 그룹의 

혈당 반응을 DB화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계학습의 방

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언젠가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

하고 내가 지금 먹을 음식을 입력하면 아마도 나에게 나타

날 혈당의 변화값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혈

당 예측에 대한 노력은 사실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시되어 왔다. 왜냐하면 식사량이나 운동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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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혈당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는 인슐린 용

량을 주사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나아

가 저혈당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도하다.

2016년 22nd European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ECAI)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첫번

째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iabetes (AID) 워크숍이 

열렸다[5]. 즉 ECAI 주최로 처음으로 열리는 당뇨병 관

련 인공지능에 대한 워크숍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먼

저 PEPEER system을 소개하고 있는데 PEPPER는 

Patient Empowerment Through Predictive Personalized 

Decision Support의 의미로 3년간의 연구프로젝트로 진

행중이며 개인이 자신의 상태에 따라 인슐린 조절을 효율

적으로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휴대형 판단 시스템을 말한

다[6]. 구조도를 보면 다회인슐린 요법을 하는 환자나 인

슐린펌프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자가측정혈당값이

나 연속혈당측정값에 활동량을 함께 고려하여 인슐린 용량

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아직 낯설기는 

하지만 기계학습에 기반하여 ECG (electrocardiography)

와 호흡수를 이용하여 혈당을 예측하는 모델도 본 워크숍

에서 소개하고 있다[7]. 추가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Diabetic 

Individualized Risk Assessment System (DIRAS)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소개되고 있다[8]. 

이 글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의 인공지능형 데이터분석 시

스템은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것들 중 그저 몇 가지 예

일 뿐일 것이다. 당뇨병 분야만 해도 이제 당뇨병 발생 자체

를 예측하거나, 당뇨병 환자에서 하루하루의 혈당변화를 예

측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고, 필요한 인슐린 용량을 제

안하여 주는 시스템들이 속속 소개될 것이다. 그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당뇨병 전문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 데이터의 클라우드화

의료계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는 이제 본격화될 것

으로 보인다. 아직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방대한 

집단과 다양한 소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각 개별 또는 

기관의 서버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매우 빨리 도래

할 것이고, 사용자의 요구 또한 빠르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럼 이런 상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날 

구글 알파고에 또는 IBM 왓슨에 접속하여 나의 혈당값과 

그외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고 때로는 병원에서 측정한 값들

도 입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

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세계 사용자로부터 모이는 데이터

는 이제 누구 하나가 감히 따를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로 자

리잡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암진단을 위한 왓슨 

시스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이를 우려하는 목

소리가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기도하다. 이제 만

성질환쪽으로 데이터의 분석과 수집 그리고 재분석과 재수

집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보여진다. 그럼 최근 언론

에 실린 연세대학교 전우택 교수의 ‘미래의 의사집단은 인

공지능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의사와 인공지능의 지시

대로 진료하는 의사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는 

곧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의학교육에서도 

이에 맞는 빠르고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지식과 정

보를 습득하는 기존의 교육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불러낸 후 이를 변형해 적절하게 적

용하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도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하루 수십 명의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현직 의사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5.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당뇨병 전문의의 자세와 한

국형 인공지능 당뇨병 관리시스템의 구축 

한국 의료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도의 뒷받침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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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건, 분명히 디지털화와 기계학습을 적용한 의료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환

자를 포함한 많은 사용자가 이미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와 회사가 매우 많기 때문

이다. 이를 산업화의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누구나 자신만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해주기 바라고 이를 통

해 자신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매우 기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참 전부터 엑셀이나 워드에 

혈당데이터를 정리 후 인쇄해서 진료에 가져오는 환자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자신의 스마트 폰 앱에 저장된 혈당데이터

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자신만의 공간에 혈당이나 그외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를 누군가 효과적으로 분석해준다면 좀더 그런 사

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뒤로 제도의 뒷받침

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정밀의학이라는 용어로 의료계에 큰 변화가 올 것

임이 예견되고 있다. 각 환자에 맞는 데이터분석과 권고안

을 제공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면 먼

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인에 가장 알맞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인다. 외국 어느 기업이 

만든 시스템에 우리나라 환자들의 데이터가 입력되고 분석

되어 더욱 그 시스템이 견고해지고,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제공된 어떤 결과에 따라 진료하게 되는 사용자적 의사보다

는 우리가 우리 환자들에게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구축형 

의사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타국가로

도 확산되어 그들의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으로 입력되어 분

석됨으로써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개별 전문의가 해야할 일과, 회사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할 일 모두 각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인

공지능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당뇨병 관리와 치료에

도 분명히 그 시대는 올 것이므로, 전문의는 환자의 데이터

를 좀더 상세히 개별화하고 각각의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며 

이를 모델화해나가는 작업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

다. 그리고 회사는 산업적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며 정부는 이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한국형 인공지능 당뇨병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역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은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임상판단 보조 시스템으

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사용함에 있

어서도 스스로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다. 즉, 이러한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면에 있어서도 

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좀더 전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의사라는 것이다. 즉, 이 환자에게선 다른 환자와 달리 

인슐린 치료가 좀더 조기에 필요하다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조언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처방하고 인슐린을 잘 

맞도록 설명하며 환자가 그렇게 하도록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어느 시스템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의사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이다. 물론 언젠가 어떤 개인 치료 로봇이 발명되

어 인슐린 주사조차 어떤 기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 인간의 존재에 대한 철학으

로 더 깊은 논쟁이 필요할 부분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의

사를 환자는 더욱 신뢰할 것이며 그 의사의 지시를 더욱 잘 

따르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즉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

으로 하되 인공지능시스템의 분석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고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세로의 변화가 아마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

았나 싶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자체에 있

어서도 당뇨병 전문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

으며, 이로써 한국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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