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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기존의 모든 산업들이 인공지능, 3D 프린팅, 

AR(Augmented Reality) & VR(Virtual Reality), 빅데이타, IoT(Internet of Things), 블록체인기술, 공유 

경제 등으로 구성된 4차산업의 기술들로 재편되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의공학은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의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의공학과 관계된 연구자와 임상

가들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1. 4차산업시대에 따른 의료와 의공학의 미래 

수많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으며, 

전세계 의공학자들과 임상가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

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술들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3D 

프린팅은 이미 꽤 많은 영역에서 기존의 수술방식

들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수술법 중 아예 없

어져 가는 부분도 있을 정도이다. AR, VR기술은 아

직 정확도의 문제로 대체적으로 교육부문에 먼저 

적용되고 있으나, 머지 않아 정확도의 향상과 함께 

기존 의사의 직관에 의존하던 부분들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빅데이타는 기존 단순 통계 분석에 

기초한 후향적 연구 데이터 기반 프로토콜 작성을 

전향적 연구데이타를 임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던 임상결정을 

많은 부분에서 대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 된다. IoT 기술은 환자와 의사의 소통 경로를 거의 실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며, 공유 경제 등은 의료에서 다양한 공유 플랫폼을 통한 공동 연구 

및 공동 진료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 단계의 문제점들과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과 적용은 놀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실제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수가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비로 이러한 적용

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에 역부족이다. 3D 프

린팅 적용에 필수적인 컴퓨터 모델링 등의 작업에  최소한 인정비급여라도 인정을 해 주지 않으

면, 많은 신 기술들은 오래지 않아 연구실에만 남아 있아 있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수가라도 정

부에서 인정을 해 준다면, 각 의료기관들은 앞다투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될 전문인력들을 뽑을 

것이고, 이러한 의공학 전문인력들은 미래 의료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

업군이 탄생할 것이고, 이는 4차산업시대에 국가 의료 발전의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염려도 많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의사의 일부 기술과 일부 판단을 대체할 것이다. 이 기술은 숙련도가 부족한 의사의 진료 수

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숙련도가 높은 의사의 경우에도 피

로감에 따른 진료의 일관성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

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

능의 특성상 그 판단 구조를 알기 어렵기에 이에 따른 임상적 문제 발생 시, 이를 어떻게 해석하

느냐에 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AR & VR 기술은 특히 외과 영역의 수술에 있어 큰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임에도 불

구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정확도에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5G 기술 발전으로 lag 

time등의 문제점 등은 차차 개선되겠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landmark matching 등

에 아직 한계가 있어 인공지능, 빅데이타 등의 기술과 융합하여 사용되어야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빅데이타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으로 의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겠지만, 의료 데이

타의 공유에 따른 privacy 문제,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더디게 발전되

고 있다고 생각된다. 빅데이타 기술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의사, 환

자간의 계약에도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론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된다. 당장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시도되고 있는데, 잘 적용된다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빅데이타 기술을 임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기대된다.  

   

3. 맺음말 

필자는 젊은 의사 및 의공학 동료, 후배들에게 4차 산업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행운

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존의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

는 데 만족하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약간의 발전이 

아니라, 몇 명의 선구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야기한 것처럼 이는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으로 의공학자와 임상가들은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라 믿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이므로, 대한민국 의료와 의공학이 4차산업 기술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기

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