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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기술개발(닥터앤서)
○ 추진배경
-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하는 Al기반 SW를 개발하여 의료 SW 新시장 창출 및
의료비 절감 추진
○ 추진기간 : 2018.04.01 ~ 2020.12.31. (33개월)
○ 총 사업비 : 280억원 / 2019년도 사업비 : 138억원
○ 주요내용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공통 기반기술)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기술
・병원별 EMR, 영상, 유전체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학습 가능한
빅데이터로 생성,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 보안 등 기술
- (특화기술) 8대 질환 단계별 인공지능 SW 개발
・질환 단계별(예측(예방), 분석‧진단, 치료, 예후관리)로 Al를
이용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보조하는 SW 개발
○ 추진경과
- 2017. 上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기술개발 사업기획
- 2018. 2~3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기술개발 사업공고, 평가
- 2018. 4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NIPA ICT융합확산팀 이준영 팀장
- 최종 결재자 : NIPA 김창용 원장

사업수행자

○ 사업 관련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구분
본부장
팀장
담당
담당

성명

직급

송주영 본부장
이준영 팀장
윤명숙 책임
윤경섭 책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수행기간
‘19.1.1～
‘17.1.1～
‘17.1.1～
‘17.12.1～

사업 총괄
사업 관리 및 지원
사업 관리 및 지원

다른기관 또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민간인 관련자 - 담당자 : 박성찬 사무관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기술개발 컨소시엄
-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 가천대길병원 박동균 교수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성모병원) 이지열 교수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기웅 교수
- 삼성서울병원 임영혁 부원장
- 서울대학교병원 김기중 교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세브란스병원) 신동호 교수
- 강릉아산병원 공은정 교수
- 경북대학교병원 박재찬 교수
- 국립암센터 김석기 교수
- 부산대학교병원 송근암 교수
- 분당차병원 채규영 교수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남성욱 교수
- 울산대학교병원 박종하 교수
- 이대목동병원 조안나 교수
- 전남대학교병원 김주한 교수
- 제주대학교병원 박준혁 교수
- 충남대학교병원 강준원 교수
- 충북대학교병원 김원섭 교수
- 한양대학교병원 허란 교수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완식 교수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민호 교수
- 3Billion 금창원 대표이사
- ㈜데이터스트림즈 이상욱 전무
- ㈜딥바이오 김선우 대표이사
- 주식회사 라이프시멘틱스 남세진 이사
- 바임컨설팅(주) 이흥로 파트너
- 주식회사 뷰노 김현준 이사
- 빈티지랩 이승은 이사
- 주식회사 셀바스에이아이 김경선 대표이사
- 주식회사 엘렉시 서장원 대표이사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이성훈 본부장
- 이지케어텍(주) 차지은 이사
- 인피니트헬스케어 안충일 수석
- ㈜제이엘케이인스펙션 김동민 연구소장
- ㈜아이엔케이테크놀로지 이수진 대표이사
- 카카오브레인 최규동 연구원
- ㈜플랜잇파트너스 김대환 이사

○ (컨소시엄 구성) 아산․삼성․세브란스․서울대․성모 등 빅5를 포함한
25개 의료기관과 ICT・SW 기업 19개가 참여・개발하는 대형 컨소
시엄 구성․운영
< 참여기관 현황 >

소아희귀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난치성유전질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천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고대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라인웍스 셀바스AI
이원다이 딥바이오 바임컨설팅 바임컨설팅
JLK인스펙션 아이앤케이 빈티지랩 애그노믹스 라이프시맨틱스 뷰노
엘렉시
3Bil ion
경북대 테크놀로지 삼성SDS 인피니트
뷰노
이지케어텍
플랜잇파트너스
산학협력단
헬스케어
추진실적

○ (시제품 개발) 닥터앤서 SW시제품(3건) 개발완료
- 뇌동맥류 진단, 관상동맥 석회화 자동진단, 심뇌혈관 재발 예측
뇌동맥류 진단

관상동맥 석회화 자동진단

뇌CTA, MRA 영상기반
뇌동맥류 병변 진단 및 데이터
기반 추적관찰 서비스 제공

EMR 데이터와 심혈관
의료영상을 결합하여 질환 진단
및 향후 발병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

재입원 재발 예측

심혈관 질환환자의 내원 및
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환
재발생 위험도 예측 서비스
제공

○ (홍보) 닥터앤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추진
- ‘AI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추진단’ 출범식 (4월, 서울아산병원)
- ‘18 국제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최 (7월, 코엑스)
- ‘18 K-HOSPITAL FALR 홍보전시관 운영 및 컨퍼런스 주최(8월, 코엑스)
- 후마니타스 국제암심포지엄 닥터앤서 홍보전시관 운영 (12월, 워커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