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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의료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의료

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

으며 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2]. 모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들은 환자에게 사용하기에 앞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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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likely affect various fields of medicine.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linical validation, device approval, and insurance coverage decisions of AI algorithms for medical 
diagnosis and prediction. Discrimination accuracy of AI algorithms is often evaluated with the Dice similarity 
coefficient, sensitivity, specificity, and traditional or free-respons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Calibration 
accuracy should also be assessed, especially for algorithms that provide probabilities to users. As current AI algorithms 
have limited generalizability to real-world practice, clinical validation of AI should put it to proper external testing 
and assisting roles. External testing could adopt diagnostic case-control or diagnostic cohort designs. A diagnostic 
case-control study evaluates the technical validity/accuracy of AI while the latter tests the clinical validity/accuracy of 
AI in samples representing target patients in real-world clinical scenarios. Ultimate clinical validation of AI requires 
evaluations of its impact on patient outcomes, referred to as clinical utility, and for which randomized clinical trials 
are ideal. Device approval of AI is typically granted with proof of technical validity/accuracy and thus does not intend 
to directly indicate if AI is beneficial for patient care or if it improves patient outcomes. Neither can it categorically 
address the issue of limited generalizability of AI. After achieving device approval, it is up to medical professionals 
to determine if the approved AI algorithms are beneficial for real-world patient care. Insurance coverage decisions 
generally require a demonstration of clinical utility that the use of AI has improved pati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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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

공지능 의료기기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다

양한 기능과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기능과 형태에 따라 

임상검증 방법도 부분적으로 달라지지만, 대다수의 인공지

능 의료기기는 컴퓨터 보조진단(computer-aided detection 

[CADe]/computer-aided diagnosis) 또는 임상의사결정보

조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과 같이 의학적 

진단, 판단 및 예측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들로 

진단용 의료기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임상검증 

방법은 통상의 진단검사들의 임상검증 방법과 비슷한 면이 

많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검

증, 의료기기 허가,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된 핵심 원리를 설

명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지표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

용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기술적인 지표들로 의학

적 연관성이 낮으며, 일부는 소수의 특정 상황에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모든 지표들을 이 논문에 다 열거하는 것은 효

과적이지 않고, 이 논문은 의학적 연관성이 높고 많이 활용

되는 지표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다이스 유사성 계수

영상에서 장기나 병변을 분할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평가에 이용된다[3]. Figure 1에 정의가 설명되어 있다. 

예로서, 전립선 자기공명영상에 전립선 암으로 의심되는 부

분을 표시해 주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병리학적으로 확인된 

실제 암 부위와 인공지능이 암으로 판단한 영역이 얼마나 겹

치는지를 평가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이

스 유사성 계수(Dice similarity coefficient)와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계수들도 있다.

2. 민감도, 특이도, 수신자판단특성곡선

Figure 2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과를 이분형(예: 질

환 있음 대 없음)으로 제시할 경우 일반 진단검사와 마찬가

지로 실제 질환이 있을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질환이 있다

고 판단하는 분율인 ‘민감도 = true positive / (true posi-

tive + false negative)’와 실제 질환이 없을 때 인공지능 알

고리즘이 질환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율인 ‘특이도 = true 

negative / (false positive + true negative)’로 성능을 기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과를 이분형으로 제시한

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먼저 연속적인 수치로 결

과를 출력하고(가령, 확률처럼 0에서 1까지 중 어떤 소수 값

으로 출력) 이 출력 값에 임계 값을 적용하여 이분형 결과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임계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인

공지능 알고리즘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달라지게 된다. 임계 

값을 높게 잡으면 민감도는 낮아지나 특이도는 증가하고 임

계 값을 낮게 잡으면 민감도가 증가하나 특이도는 낮아진다. 

수신자판단특성곡선은 임계 값을 변화시키며 민감도를 y축 

값 1-특이도를 x축 값으로 해서 그린 그래프이다(Figure 3) 

[4]. 수신자판단특성곡선영역(area under the curve 또는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Figure 1.  Dice similarity coefficient.

 

|�A∩B�|

Dice coefficient=(2×|A∩B�|) / ( |A |+|B | )

|A | |B |

Disease state to diagnose/predict 
according to reference standard 

Present Absent 

AI result 

Present TP FP  
Absent FN TN  

Figure 2.  Diagnostic cross-table (also referred to as confusion matrix). AI, ar-
tificial intelligence;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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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으로 모든 가능한 임계 값에 대한 

평균 민감도 또는 평균 특이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최대 1

의 값을 갖고, 값이 클수록 이론적으로는 높은 성능을 의미

한다. 하지만, 수신자판단특성곡선영역 값이 크다고 해서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 사용할 때 반드시 성능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 사용

할 때는 임계 값을 정해야 하고 수신자판단특성곡선영역 값

이 아닌 정해진 임계 값에서 나오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실제 

성능이 된다. 수신자판단특성곡선영역 값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평균적 민감도 또는 특이도 값일 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2,5,6].

3. Free-response 수신자판단특성곡선

대장내시경 영상으로부터 대장용종을 검출하는 인공지

능 알고리즘과 같이 CADe 기능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

한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병변이 있음 대 없음의 판

별뿐 아니라 병변의 위치도 맞게 찾아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 결과가 맞는 것이 된다. 대장용종을 찾는 인공지능 알고

리즘이 대장용종을 가진 환자에서 용종이 있다는 결과를 제

시하더라도 실제 용종이 있는 부위를 가리켜 용종이 있다고 

할 때 맞는 결과를 출력한 것이지 용종은 발견하지 못하고 용

종이 없는 부위에 용종이 있다는 결과를 출력하였다면 위음

성과 위양성을 동시에 만든 것이 된다. CADe 기능 알고리즘

이 적용되는 상황 들에서는 보통 한 환자에 여러 개의 병변

이 있을 수 있으며 위양성도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아닌 민감도와 위양성의 

개수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인공지능 알

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출력하는 연속적인 수치에 대해서 임

계 값을 높게 잡으면 민감도가 낮아지고 위양성의 개수도 작

아지며 임계 값을 낮게 잡으면 민감도가 증가하지만 위양성

의 개수도 증가된다. Free-response 수신자판단특성곡선은  

y축 값을 민감도 그리고 x축 값은 1-특이도 대신 위양성의 개

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이다(Figure 4) [7]. 평균 위

양성 개수는 환자당 평균, 영상당 평균 등 여러 방식으로 계산

할 수 있으며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와 약간 다

른 변형된 형태의 free-response 수신자판단특성곡선 들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8,9].

4. 보정정확도

앞에서 설명한 성능 지표들은 모두 판별정확도 지표들 

이다. 반면, 보정정확도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확률을 제시

할 때(예: 인공지능이 어떤 병변이 “암일 확률이 OO%다” 식

Figure 3.  Exemplar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that show the 
performance of four readers in interpreting breast ultrasonography assisted by 
a deep-learning algorithm. Adapted from Choi JS et al. Korean J Radiol 
2019;20:749-758, with permission from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4]. 
AUC, area under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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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확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

하는 것으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6]. 베이즈 정리

(Bayes’ theorem)에 따라 실제 확률은 유병률이라고도 말하

는 검사 전 확률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검

사 전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확률은 많

은 경우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확률을 직접 제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보정

정확도도 잘 평가하여야 하는데 보정정확도가 간과되는 경

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6]. 보정정확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으므로 관련 문헌을 별도로 참

고하기 바란다.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 성능의 일반화에 

대한 취약성

1.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과적합 현상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

이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형태의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대

한 의존성이 높아 학습데이터 에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

이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외부데이터

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술용어로 ‘과적합’ 현상이라 이야

기한다[10].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 들

에서 과적합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 규칙화라고 통칭되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규

칙화만으로는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알

고리즘 들에 나타나는 과적합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

유로, 현재 의료 분야 인공지능 알고리

즘들 중 대다수는 일반화가 되지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의료 인공

지능 알고리즘 성능의 일반화에 대한 취

약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Table 1 

에 정리해 놓았다[12-16]. 이 예 들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 진료환경에 적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감소

하거나, 확률이 잘 맞지 않게 되고, 인공지능의 내부 출력 값

을 최종 결과로 변환하기 위한 임계 값이 맞지 않게 되는 일

이 발생한다. 

2.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과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과적합으로 인해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이 일반화

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

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임상현장의 상

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1,17-19]. 이에는 

여러 요인들이 관여한다. 먼저, 의료데이터는 이질성이 매우 

높다.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규모, 종별, 위치 등에 따라 환자의 연령, 성별, 질환의 중증

도, 기저질환 및 동반질환 등 세부특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질환이 의심되지만 실제로는 질환을 가지

고 있지 않은 환자 들에서 발견되는 유사질환이나 감별질환

의 종류 및 분포 등도 의료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질환의 유병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한 병원의 상

table 1.  Examples of limited generalizability of the perform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for 
medical diagnosis/prediction

Author Algorithm Result

Zech et al. [12] CNN algorithm to detect pneumonia  
   on chest radiographs

AUC of 0.931 in internal testing compared  
   with 0.815 in external testing 

Ting et al. [13] CNN algorithm to detect referable  
    diabetic retinopathy on retinal 

photographs

AUC ranging from 0.889 to 0.983 when  
   tested externally at 10 different hospitals

Ridley [14] CNN algorithm to detect intracranial  
    hemorrhage on noncontrast head 

computed tomography scans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UC of 98%,  
    95%, and 0.993, respectively, when tested 

internally compared with 87.1%, 58.3%, 
and 0.834, respectively, when tested on a 
real-world data set

Hwang et al. [15] CNN algorithm to distinguish normal  
    chest radiographs from abnormal 

chest radiographs that contain any 
of the four types of pathologies 
including malignancy, tuberculosis, 
pneumonia, and pneumothorax

When externally tested at five different  
    hospitals with a single fixed threshold 

applied to the raw algorithm output, the 
specificity indicated a wide range from 
56.6% to 100%, while the sensitivity was 
less variable ranging from 91.3% to 100%

Lee et al. [16] CNN algorithm to categorize hepatic  
    fibrosis (F0, F1, F2-3, and F4 

according to METAVIR scoring) on 
B-mode ultrasonography images

Accuracy of 83.5% in internal testing  
   compared with 76.4% in external testing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UC, area under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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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다른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

기관들이 사용하는 의료장비가 다양한 것도 추가의 이질성 

요소이다(가령,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같은 영상

장비의 경우 한 제조사의 영상에 맞춰진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다른 제조사의 영상장비로 얻은 영상에는 잘 작동하지 않

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의 발전에 따라 치료제나 진단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것도 의료분야 데이터의 독특한 특징이

어서 시간적인 이질성을 만든다(가령, 과거에 쓰던 치료제 데

이터를 포함하여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치료제가 바뀐 

상황에서는 올바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며, 구형 영상장비 영

상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은 신형 영상장비 영상에는 잘 작

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려면 기본적으

로 대량의 데이터를 가능한 많은 병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인

공지능을 학습시켜야 하는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의료데

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은 많은 경우 아무나 할 수 없고 전문

의료인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

집·정리가 어렵다. 또한, 많은 물적 자원이 소요된다. 따라

서, 데이터의 이질성은 매우 높은데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학

습에 사용할 데이터의 양은 오히려 작아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임상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또한, 현실의 의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회색 지대와 다양한 잡음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질병 상태의 유·무에 대한 분명한 참조

표준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질병 상태의 유·무가 숫

자 0과 1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닌 연속적 변화단계의 단지 일

부분일 수 있는데, 인공지능 학습에는 질병 상태의 유·무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선택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20]. 또한, 컴퓨터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잡음 요소가 제거된 

데이터들이 선택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3. 일반화에 대한 취약성이 갖는 의미

먼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에 있어 이 논문의 

뒤에서 설명하는 외부데이터를 이용한 외부검증이 매우 중

요하다[6,10,11,21-29].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제 진료환

경에서는 개발환경에서와는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

에, 실제 어떤 진료환경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

동할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진료환경에서 외부검증으

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알고리즘들에 대한 외부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아 문제가 되고 있다[30]. 또한, 인공지능의 결과를 이용할 

때는 결과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상적 상황 및 다

른 임상정보를 적절히 함께 고려하여 의료진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임계 값도 임상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능이 높은 인공

지능이 예외적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기능에 대하

여 의료인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의료인을 대신하는 독립적 도구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유능한 보조도구의 역할을 한다. 임상검증도 인

공지능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추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별 병원이나 특정 진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전에 개별 병원과 특정 진료환경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추가로 학습시킴으로써 일반화에 대한 취약

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류나 편향이 있는 자

료들로 추가의 학습을 시킨 다면 알고리즘이 원래 가지고 있

던 정확도를 오히려 훼손하게 되어 문제가 될 우려도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고정된 알고리즘과는 달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뒤에서 설명하

는 의료기기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가·관리가 필요하

다. 현재의 의료기기 허가 제도와 체계는 이러한 지속적 평

가·관리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없어 향후 보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방법: 검증 

데이터에 따른 분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방법을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 가지 용

어 정리가 필요하다. 검증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영어단어는 

‘validation’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단어가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hyperparameter라 

불리는 조건들을 미세조정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전문기술용

어로도 쓰인다[31].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 미세조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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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 문헌들은 이

미 전문기술용어로 정해져 있는 ‘validation’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31]. 알고리즘 미세조정과 알고리즘 

성능 검증 사이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 성능 검증을 ‘test’라는 

용어로도 표현하고 아예 ‘validation test’라고 두 단어로 표

현하기도 한다[32,33].

1. 내부검증

내부검증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과대 

평가한다. 따라서, 내부검증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성능

을 약식으로 확인해 보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 알고

리즘의 성능 검증에는 외부검증이 중요하며, 내부검증 결과는 

외부검증의 성능 결과와 비교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

차검증과 분할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이 내부검증에 포함된다.

1) 교차검증

교차검증의 대표적인 예는 k-fold 교차검증이다[32]. 전

체 데이터를 k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한 조각의 데이터를 빼

고 나머지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빼놓은 

한 조각의 데이터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한 조각씩 바꾸어 빼가면서 k번 반복한 후 k개의 성능 결과

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다.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인

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려는 목적

으로 사용해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다 사용되므로 성능 검증을 위한 방법

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 분할데이터를 이용한 검증

분할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은, 전체 

데이터를 세 조각으로(training set, 

tuning set, test set) 나누고 test set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training) 및 

미세조정(tuning)에 쓰지 않고 따로 두

었다가 완료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

다(Figure 5) [32]. 이때 데이터를 무작

위로 분할할 수도 있고, 데이터수집 시

기 등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분할데이터를 이용하는 방

법도 내부검증 방법이지만 교차검증보다는 좋은 방법이다. 

2. 외부검증

외부검증은 처음 수집된 데이터를 알고리즘 성능 검증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Figure 5).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아

닌 외부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

이다. Figure 2에 보듯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단·예측하고자 하는 

상태를 갖고 있는 데이터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외부검

증 연구는 크게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와 진단적 코호트 

연구로 나눌 수 있다[34]. 

1)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단·

예측하고자 하는 상태를 갖고 있는 데이터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는 연구설계이다. 예를 들어, 흉부 엑

스레이영상을 분석해서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폐암이 있는 영상들

(case)과 없는 영상들(control)을 각각 일정 숫자만큼 수집하

는 방식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면 유병률(이 예에서는 

전체 데이터 중 폐암이 있는 데이터의 비율)이 실제 임상상

황에서 보는 자연스러운 유병률이 아니라 임의로 지정된다. 

Figure 5.  Typical data sets used for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I, artifi-
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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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암이 있는 영상들과 없는 영상들을 어떻게 수집하는 

가에 따라 포함되는 폐암의 크기 및 모양의 다양성 정도, 폐

암이 없는 환자 들에서 폐암 유사 병변의 유무나 정도, 폐암

의 발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상태나 기저질환 및 동반

질환 들의 유무나 정도 등 여러 조건들이―이러한 조건들을 

통틀어 스펙트럼(spectrum)이라 한다―변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선택편향으로 인해 실제 임상상황에서 보는 자연스

러운 스펙트럼과 차이가 있는 데이터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

다[35]. 인위적 스펙트럼과 인위적 유병률은 알고리즘의 성

능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2,6].

2) 진단적 코호트 연구

진단적 코호트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단·예측하

고자 하는 상태의 유·무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군의 임상적 상황을 먼저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예로 사용한 흉부 엑스

레이영상에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알고

리즘의 경우, 가령 “OO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55세 이상

의 성인” 식으로 적합기준을 만들고 이를 만족하는 환자를 연

속적으로 모두 모집하거나 또는 일부를 무작위로 모집하여 흉

부 엑스레이영상 검사를 하고 이를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환자 중 일부는 자연스

럽게 진단·예측하고자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가지

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자

연스런 스펙트럼과 유병률을 갖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여기서 얻어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과 임계 값은 해당 

적합기준에 해당하는 임상상황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 가

능하게 된다.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가 인위적 실험적 상황

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진단적 코호트 연구는 좀 더 

실제의 임상적 상황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임상적 상황을 명확하게 파

악하고 이 상황을 적절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합기

준을 구체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와 진단적 코호트 연구의 차

이점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와 진단적 코호트 연구는 목적에 

차이가 있다.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

즘의 기술적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인공지능 알고

리즘이 진단·예측하고자 하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별하는데 기술적으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향적 연구라면 더 좋겠지만 

후향적 연구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

는 다양한 난이도의 증례들을 골고루 잘 포함하는 검증 데이

터를 수집한다면 기술적 성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반

면, 진단적 코호트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적 성능

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임상적 상황이나 환자군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진단적 코호트 연구는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

와 비교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 진료에 적용할 구체

적 대상자, 즉 적응증(indication), 개념이 보다 분명하고 구

체적이다. 진단적 코호트 연구를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가 바

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인

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성능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다

음 단계로 진단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여 임상적 성능을 평

가한다.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는 진단적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 성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4) 표준데이터를 이용한 검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표준데이터를 만

들어 검증 데이터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표준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의 데이

터 수집 과정과 성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잘 구축

된 표준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성능을 평가

하는 목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 병원으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표준데이터의 중요한 약점의 하나는 표준

데이터에만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데이터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유

해 볼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제대로 된 

학생 실력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철저한 보안을 통

해 새롭게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치른다. 마찬가지로, 표

준데이터도 계속 새롭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를 노

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표준데이터를 성공적으

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표성이 있는 표준데이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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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표준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성능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평

가할 수 있는지 등 보다 근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세밀한 사

전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 기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적절한 성능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단독 성능을 절대적 기준(예: 90% 이상의 정확도가 요구됨)과 

비교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적절한 절대적 기준에 대한 모호함

이 있을 수 있다. 대조 방법을 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

능을 대조 방법의 성능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 기존의 유사 인공지능 알고리

즘이나 검사법 또는 2) 의료진을 대조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3)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진을 대조 방법으로 인공지능

을 사용하는 의료진과 비교를 할 수도 있다. 이 중, 앞의 두 가

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단독 성능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비교이다. 

경험 수준이 높은 의료진과 낮은 의료진을 모두 포함하고 경

험 수준에 따라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비교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예: 5% 이내의 성능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고 

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인지 기준 설정을 하여야 한

다. 절대적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차

이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인공지능 알

고리즘의 기능과 각각의 임상적 상황에 맞추어 정하여야 한

다. 기준이 설정되면 잘 알려져 있는 통계학적 방법에 따라 성

능 검증에 필요한 표본 수 산출이 가능하다[36-39].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이 높다고 해서 이 인공지

능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반드시 진료결과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전산도구로 의료진과 함께 진료과정에 

포함되게 되는데, 어떤 전산도구가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인

공지능 자체의 성능 못지않게 인공지능이 실제 의료진의 업

무 방식 및 흐름과 어떻게 조화가 되어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

하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 의료인이 어

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진료결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최종 진료결과는 진단적 판단에 이어지는 치료

적·예방적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적절한 치료

적·예방적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실제 진료결과는 변

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적·예방적 행위는 일부 환자에서 부

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

능 검증을 넘어 인공지능이 실제 진료와 환자결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40]. 이를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 검증이라 한다. 유

용성을 유효성이란 말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술적 성

능, 임상적 성능, 임상적 유용성은 모두 서로 다른 수준과 성

격의 유효성 지표들이다. 

임상적 유용성 검증의 좋은 예로, 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

수축과 태아의 심장박동을 지속적으로 자동 감시·분석하

여 태아의 문제가 의심될 경우 의사에게 주의를 실시간으

로 보내주는 영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연

구가 있다[41]. 연구자들은, 먼저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확인

한 후, 고위험 산모들을 무작위 배정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

어 한 군은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으며 진료를 하고 다른 군

은 알고리즘 없이 기존 방식으로 진료를 한 후 두 군의 결과

를 비교를 하는 임상적 유용성 검증연구를 수행하였다[41]. 

알고리즘은 비정상적 심장박동 인지에 대한 높은 성능을 보

였지만 아기와 산모 모두에 있어 두 군간에 진료결과에 유의

한 차이는 없어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함

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하는 의학적 이득 관점의 임상적 유용

성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은 기

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진료할 때와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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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진료할 때 환자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하는 것이며, 두 군 간의 비교에 있어 교란변수의 영향을 없

애기 위해서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무작위 임상시험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교란

변수를 보정한 전향적 또는 후향적 성과분석연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임상

적 유용성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적절히 

검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임상검증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개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개별 임상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임상검증의 수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인

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무작위 임상시험의 몇 가지 사례들

을 Table 2에 정리해 놓았다[41-46].  

의료기기 허가 및 의료보험 관점에서 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검증

의료기기 허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럽 CE Marking 등에서 내리

는 허가를 의미한다-와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에는 학술적 원칙 외에도 사회·정치적 요인이 관여된다. 따

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료기기 허가 및 의료보험 적용

은 국가, 시기,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

에서는 단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료기기 허가 및 의료보

험 적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학술적 원칙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아래 설명에 나오는 ‘기술적 성능’, ‘임상적 

성능’, ‘임상적 유용성’,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 ‘진단적 

코호트 연구’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앞쪽 해당 

부분에 나오는 설명을 같이 참고하기 바란다.

1. 의약품과 진단기기의 차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대다수가 진단용 의료기기에 속하므

로 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와 의료보험 적용 과정을 따르게 

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료기기 허가와 의료보험 적용

을 이해하려면 진단용 의료기기와 의약품 간의 차이점을 먼

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허가 측면을 보면, 치료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3상 임상시험이라 불리는 임상연구를 통해 구체적

으로 어떠한 환자군에서 어떤 치료 의약품을 사용하였을 때 

환자의 진료결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즉, 치료 의약품을 사용할 구체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table 2.  Example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at compared practice with and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uthor Algorithm Patient Primary outcome

Wijnberge et al.  
   [42]

Non-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 that continuously 

analyzes arterial pressure waveform 
during surgery and warns if 
hypotensive event is expected within 
the next 15 minutes

Adult patients (≥18 years old)  
    scheduled to undergo an elective 

noncardiac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need for 
continuous invasive blood pressure 
monitoring per arterial line 

Time-weighted average of hypotension during surgery  
    defined as hypotension below a mean arterial pressure 

of 65 mmHg (in millimeters of mercury) x time spent 
below a mean arterial pressure of 65 mmHg (in 
minutes) divided by total duration of operation (in 
minutes)

INFANT  
    Collaborative 

Group [41]

Non-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 that continuously analyzes 

cardiotocographic data and delivers 
color-coded alerts to physicians 
when abnormalities are noted

Women in labor who require  
    continuous electronic fetal heart 

rate monitoring

Rate of poor neonatal outcome (intrapartum stillbirth or  
    early neonatal death excluding lethal congenital 

anomalies, or neonatal encephalopathy, admission to 
the neonatal unit within 24 h for ≥48 h with evidence 
of feeding difficulties, respiratory illness, or 
encephalopathy with evidence of compromise at birth), 
and developmental assessment at age 2 years in a 
subset of surviving children

Repici et al. [43],  
    Wang et al. [44], 

Wang et al. [45]

CNN-based CADe algorithm that  
    detects polyps on colonoscopy 

images

Patients undergoing screening,  
    surveillance, or diagnostic 

colonoscopy

Adenoma detection rat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at  
   least one histologically proven adenoma or carcinoma)

Wu et al. [46] CNN-based algorithm that monitors  
    occurrence of blind spots during 

esophagogastroduodenoscopy 
examination

Patients undergoing  
   esophagogastroduodenoscopy

Rate of blind spots (number of unobserved sites/views  
    from a total of 26 different sites/views in a patient as 

defined by the investigators) during endoscopic 
examination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ADe, computer-aide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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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에 비해, 진단기기의 허가는 의약품 허가와 같은 높은 수준

의 임상검증 근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진단기기

의 기술적 성능 검증에 중점을 두게 된다(물론 더 높은 수

준의 임상검증 자료가 있다면 보다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의료보험 적용 측면을 보면, 의료보험 적용이라는 것은 

환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

는 의료행위(즉,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를 보험자가 

구입해 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행위

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때 같은 의료행위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도

움이 되지만 다른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임상적 적응증을 

분명히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적응증

이 아닌,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환자에게 어떤 의

료행위를 하였을 때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즉, 의료

보험을 통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

고 적절하지 않다. 치료 의약품의 경우, 이와 같은 의료보

험 적용의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근거와 같은 성격이다. 따라서 치료약제는 허가를 받은 후 

너무 고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의료보험 적

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진단기기의 경우는 의료기기 허

가에 사용되는 근거가 기술적 성능 검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 적용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만족

하지 못하므로 의료기기 허가가 의료보험 적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의료기기 허가가 이루어지면 진단기

기의 판매와 임상진료에 사용이 가능하고, 추후에 이 진단

기기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임상적 조건과 환자 군이 

추가의 임상검증을 통해 밝혀지면 이러한 적응증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순서를 거친다. 예를 들면, 자기

공명영상이나 초음파검사가 기술적 성능을 인정받아 의료

기기 허가를 받았다 해도 곧바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며 이 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을 주

는 임상적 조건과 환자 군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해 의료보

험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료기기 허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는 적어도 

기술적 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 결과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성능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단적 환

자-대조군 연구 형태의 외부검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

향적 연구가 가능하다면 물론 좋겠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난이도의 증례들을 골고루 

잘 포함하는 검증 데이터를 모을 수만 있다면 후향적 연구로

도 가능하다. 기술적 성능 검증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

절히 작동하기 위한 데이터의 조건들(예: 사용 가능한 장비

의 종류, 영상획득법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도 한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

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목적으로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가로 보통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서 기술적 성능을 통해 일정 수준의 평가를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사용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진료현장에서 사

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

히 이해하여야 한다[25,26,47]. 진료현장의 의료인들은 의료

기기 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고리즘이 

정말 환자에 도움이 되는지 본격적인 임상검증과 평가를 하

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상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7,48]. 더구나, 의료기기 허가 과

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반화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

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

즘을 진료에 사용할 때 어떤 상황에서 결과가 정확하고 어떤 

경우는 정확하지 않은 지 주의 깊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10월 개정하여 발표한 ‘빅데이

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도 이러한 

학술적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표본 데이터

는 제품 개발 과정 동안 사용된 데이터와는 독립적이어야 한

다고 설명한다. 즉, 외부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미리 확보된 신뢰성 있는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후향적 임상시험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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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향적 임상시험과 후향적 임상시험 중 

적합한 임상시험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3.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12월 ‘혁신적 의

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학술적 원칙에 약간의 

유연성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의료행위 대비 환자의 

진료결과가 향상되거나 현저한 진단능력의 향상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

을 통한 별도의 보상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비용효과

성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 생략한

다). 이때 적절한 근거 자료의 형태로 교란변수를 보정한 전

향적 또는 후향적 성과분석연구나 무작위 임상시험이 바람직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단적 코호트 연구를 이용한 임상적 

성능의 외부검증 연구도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즉,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결과 향상이라

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중

요하나, 사례에 따라서는 특정 임상적 조건과 환자군에서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현저한 진단능력의 향상이 

있다는 것을 진단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결론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임상검증, 의료기기 허가, 의료

보험 적용과 관련된 핵심 원리를 알아보았다. 인공지능의 판

별정확도를 평가할 때는 다이스 유사성 계수, 민감도, 특이

도, 수신자판단특성곡선, free-response 수신자판단특성곡

선이 널리 이용된다. 확률을 직접 제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

즘의 경우에는 보정정확도 또한 잘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의

학적 진단·예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들의 대다수

는 개발 단계나 내부검증에서 보인 성능이 실제 진료 환경으

로 일반화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의 임상검증을 할 때 성능의 외부검증이 매우 중요하며 인공

지능은 기본적으로 독립적 도구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보조 도구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성능

의 외부검증에는 진단적 환자-대조군 연구와 진단적 코호트 

연구 형태가 있다.  전자는 인공지능이 진단·예측하고자 하

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구별하

는 기술적 성능을 평가하고, 후자는 실제 진료환경의 어떤 임

상적 상황이나 환자 군에서의 임상적 정확도를 평가한다. 인

공지능의 궁극적 임상검증은 인공지능이 환자 진료결과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작위 임상시험이 가장 좋다. 

인공지능의 의료기기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성능 검증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의료기기 허가는 인공지능이 진료결과

를 향상시키고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

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반화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

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의료기기 허

가를 받은 후 실제 환자에 도움이 되는지 본격적인 임상평가

를 하는 것은 진료현장의 의료인의 몫이다.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진료결

과를 향상시킨다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앞으로 임상진료

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에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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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인공지능의 임상 검증, 의료기기 허가, 의료보험 적

용과 관련된 핵심 원리에 대하여 현 단계의 범주와 이슈를 편

향 없이 잘 정리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

능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지표와 기존의 통계학적 기법에 대하

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 방

법에 대하여 기존 임상 시험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계적

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진단 의료기기의 허가와 보험급여

에 관하여 의약품과 다른 핵심 요점부터 기술적 성능 검증과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대비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이 논

문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자들뿐만 아

니라 향후 이러한 기기를 이용할 의료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