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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황 재 준 교 수 지·상·강·좌

<44면에 이어 계속>'

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과 분야에 혁신을 가져

통해 임상 환경에서 진단 및 치료 계획의 효율성과

예를 들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종들의 데이터

올 3D 프린팅 및 디자인 자동화 기술에 지속적인 관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보조 수단으로 자리매

위주로 학습된 인공지능은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다른

을 가지고, 효용성이 입증된 기술들을 임상에 적용해

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은 치과의사들이 인공 지

기종의 데이터에서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고, 성인 데

본다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능 기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능력이

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이라면 소아에서 오류가 일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임상 효율성 제고 및 환자 만족을 위해 중요

날 가능성이 있다. 또 정상 환자 데이터에서만 학습된

해지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

인공지능이라면 악골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을 받

공지능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

은 환자에서는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부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양 극단에 서기보다, 앞
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서비스들에 관심을 가지고, 인
공지능 알고리즘이 내놓는 진단과 예측에 대한 근거
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할 필요
가 있다.
그림 4. Exodcad의 자동 치아 마진 detection 기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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