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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과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왓슨 

1. 서론 

               

IBM 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많아도,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회사 

IBM 은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국제 사무 기기 회사’이다. 창립 

초기에는 이름처럼 사무용 기기를 만들어 팔다가 오랜 역사를 지나오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바꾸었으며, 현재는 다국적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IBM 이 발을 뻗은 사업으로는 

클라우드와 AI 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사업, 컴퓨터 하드웨어 사업, IT 컨설팅, IT 인프라, 보안 

서비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업은 100 년이 넘도록 장기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IT 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였으며, 현재는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과 관련한 AI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이 생각할(THINK)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Thomas J. Watson (IBM 의 전 CEO, 1937)- 

IBM 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IBM Watson 은 기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목적 

아래 야심차게 발표된 인공지능 인지 컴퓨팅 솔루션(Cognitive Computing Solution)으로, 출시된 

이후 의료, 여행, 스포츠, 패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IBM 은 그 중에서도 Watson 을 가지고 헬스케어 사업부에 진출하여 암을 정복하겠다는 

목표 아래 Watson Healthcare 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를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유수의 대형 클라이언트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것과 달리, 

수익성 부진이라는 위기에 봉착하며 업계 전문가들과 대중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앞으로 IBM 이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하여 취할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IBM 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IBM 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AI 헬스케어 시장 상황의 변동도 

자연스럽게 함께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 

                                                                 
1 본 사례연구는 2021년 가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무원 교수의 지도하에 

권미지, 이예진, 이정운이 작성하였음.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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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용화에 제한이 있었으나 코로나 19 등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정부 및 소비자의 니즈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 시장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의 행보도 간과할 수 없다. 

본 글은 우선 IBM 의 역사 중 주요 사건들을 짚어나가며 그간 IBM 이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왔는지 살펴보고, 이후 IBM 의 Watson Health 에 초점을 두어 이와 관련한 기업 

내외부적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IBM 의 역사 

1) IBM 의 설립과 성장 

110 년이 넘는 IBM 의 역사는 수많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IBM 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속에서 항상 적응해왔으며, 반대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EXHIBIT 1] 

IBM 의 역사는 1911 년 Charles R. Flint 가 설립한 TMC (Tabulating Machine 

Company)로부터 시작되었다. TMC 는 당시 컴퓨터의 기억 장치였던 천공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이후 1914 년 Thomas J. Watson 이 TMC 의 총 지배인으로 부임한 이후 TMC 는 다른 

여러 기업들과의 합병을 거쳐 1924 년 기업의 이름을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약 20 년 동안 IBM 은 급격히 성장했다. 1930 년대의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IBM 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력 제품이었던 천공카드를 활용한 통계/계산장치를 연이어 

개발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회계처리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 저장 기술 및 

정보처리 기술에 대한 경력을 쌓아 나갔다. 이들의 기계는 당시의 인구 총 조사, 공장 자동화, 

사회 보장 제도에까지 쓰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OMR 카드의 원형이 되는 시험 

채점기도 만들었다. 

1935 년 IBM 은 2600 만명에 달하는 미국 근로자들에 관한 자료를 취합 및 저장하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IBM 은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계약들도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41 년 미국이 제 2 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IBM 의 공장 및 시설은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제품 생산 라인 역시 폭탄, 라이플 

등의 생산에 사용되었다. 이 덕분에 IBM 은 1950 년대 미국 공군의 자동 방어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계약자로 선정된다. 이 사업을 통해 IBM 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당시 미군에 의해 개발 중이던 디지털 컴퓨터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들까지 얻을 수 

있었다. 

 

2) 메인프레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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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년 Thomas J. Watson 의 아들이었던 Thomas J. Watson Jr.가 IBM 의 CEO 로 

취임하였다. 그는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1964년 IBM은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기술을 이용해 현대적인 메인프레임(막대한 처리량을 필요로 

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에 쓰이는 거대한 컴퓨터)의 시초인 

System/360 을 출시했다. [EXHIBIT 2] 이는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IBM 을 가장 성공한 컴퓨터 

기업으로 만들었다. IBM 은 1970 년대 중반까지 미국 컴퓨터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슈퍼컴퓨터라 불리우는 대형 컴퓨터의 특성상, 판매가 아닌 임대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IBM 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메인프레임은 보안을 위해 대부분의 기술 사항이 영업 비밀로 다루어졌다. 이 때문에 새로운 

메인프레임을 개발하기 어려웠던 다른 컴퓨터 기업들은 IBM 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요가 적은 틈새시장만을 공략했고, IBM 은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IBM 은 1970 년대까지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사용하였다. IBM 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만든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했으며 외주를 맡기지 않았다. 잘 훈련된 판매원들과 IBM 전용 데이터 처리 

센터 등을 운영하였고 서비스 역시 직접 운영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IBM 은 높은 

평판과 신뢰도를 쌓을 수 있었으며, 설령 IBM 의 신제품에 경쟁사 대비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높은 판매율과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69 년부터 수차례 독점법 위반으로 IBM 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 동안 IBM 과 체결했던 거액의 계약 등의 이유로 강한 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친 기업 성향의 Ronald Reagan 정부가 들어서고, 1982 년 IBM 은 독점법과 관련하여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장시간의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IBM 은 시장 조사에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기업 내부에 보신주의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경쟁 업체를 조사하거나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어떠한 전략도 반독점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와 소송중인 상황에서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시장 조사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IBM 의 매출과 수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BM 의 

직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세상의 법보다 IBM WAY 가 더 

강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3) PC 의 등장 

1976 년 Steve Jobs 와 Stephen Wozniak 은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서 Apple 을 설립해 

개인용 컴퓨터인 Apple 1 을 출시했다. 이듬해인 1977 년 Apple 은 세계 최초의 일체형 개인 

컴퓨터인 Apple 2 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기존의 메인프레임 위주의 컴퓨터 시장이 

개인용 컴퓨터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IBM 의 직원들은 자사의 큰 기업 규모와 시장에서의 우위를 믿었고, 애플의 성공과 

컴퓨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IBM 은 전과 같이 메인프레임에 집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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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장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만들게 된 자사 최초의 PC 인 ‘IBM PC’는 1981 년에서야 

출시되었다. 그러나 이 5 년의 기간 동안, Apple 을 비롯한 새로운 PC 기업들은 기존 컴퓨터 

시장에서 1 위 기업이었던 IBM 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급격히 성장했다. PC 에 대한 

IBM 의 뒤늦은 반응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뜻하였다. 

하지만 뒤늦은 시장 진입과 1 년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IBM 의 높은 

신뢰도와 평판 덕분에 IBM PC 는 출시 첫해에 4 만대라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IBM 은 

Apple 이 장악하고 있던 PC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임대 방식의 사업이 아닌 판매 방식의 

사업으로 변환하였으며, IBM PC 의 아키텍처를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임대 방식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다른 회사에서 자유롭게 IBM PC 의 호환 복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호환성이 높다는 이점을 통해, Apple 등의 다른 경쟁 

기종들과의 경쟁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IBM 은 IBM PC 의 개발 시간 및 개발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사 PC 의 운영 체제는 Microsoft 에게, 마이크로 프로세서(CPU)는 Intel 에게 맡기는 등 IBM 

PC 의 하드웨어 중 BIOS 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웃소싱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를 통해 IBM PC 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IBM 은 각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40 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가 커져갔다. 

하지만 PC 시장이 성장해갈수록 IBM 의 성과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IBM PC 의 높은 

개방성과 범용성 덕분에 IBM 이외의 업체들도 쉽게 비슷한 PC 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특히 

Compaq 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존 제품을 분석해 구동 원리를 알아내는 것)을 통해 IBM PC 의 

핵심인 BIOS 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IBM PC 와 거의 완전히 

호환되는 PC 를 더욱 싼 가격에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또한 특정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운영 체제의 Microsoft, 마이크로 프로세서(CPU) 부분의 Intel 을 

포함하여 프린터 부분의 HP, 데이터 베이스 부분의 Oracle 등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해당 

분야에서 IBM 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IBM 은 1987 년 신형 PC 인 ‘PS/2’를 출시하며 여기에 독자적인 

규격의 신형 하드웨어를 다수 탑재했다. 운영체제 역시 기존 Microsoft 의 ‘PC-DOS’ 외에 

자사에서 자체 개발한 ‘OS/’2 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IBM 호환 PC 가 

점령한 상태였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주변기기 역시 그 호환 PC 용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IBM PS/2 는 오히려 호환성 면에서 불편하다는 평을 들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았으며, 함께 등장한 OS/2 운영체제 역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사라졌다.2 

IBM 은 PC 시장의 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갔다. IBM 은 제품 측면에서는 

아웃소싱 전략을 취했지만 서비스 부문은 기존의 전략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PC 위주로 재편된 

컴퓨터 시장에서 기존 IBM 의 서비스 수직 통합 전략은 이점을 잃어갔다. PC 는 메인프레임과는 

달리, 다양한 소매점에서 쉽게 판매될 수 있어 고도로 훈련된 판매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PC 는 제품 내부에 고유의 메모리와 프로세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IBM 고유의 

데이터 처리 센터가 필요하지 않았다. 

                                                                 
2 김영우(2018.07.11), “[브랜드 흥망사] 위대한 실패작, ‘IBM PC’”, IT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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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2 년 IBM 은 각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하나로 통합된 

부서를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여러 유닛으로 분할하려는 계획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1993 년 1 월, IBM 은 시가총액 81 억 달러 하락이라는, 역사 상 

가장 큰 연 단위 기업 가치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 거대한 기업이었던 IBM 의 40 만명의 

직원 중 25 만명의 직원들이 해고되었으며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4) 조직 개편과 E-Business 

1993 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Louis Gerstner 가 IBM 의 새로운 CEO 로 취임하게 된다. 

Gerstner 는 IBM 역사상 최초로 IBM 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CEO 였다. 심지어 Gerstner 는 

컴퓨터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며, 

이전의 주요 직장들 역시 컴퓨터와는 별 관련이 없는 컨설팅 회사인 McKinsey & Company 와 

신용카드 회사인 American Express 였다. 그러나 그는 변화에 대한 강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Gerstner 가 보기에, IBM 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IBM WAY 라는 내부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였다. PC 의 등장 전까지 IBM 이 

독점하고 있던 컴퓨터 시장에서 소비자들 역시 제대로 된 불평을 하지 못했다. IBM 컴퓨터를 

대체할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IBM 이 컴퓨터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IBM PC 를 

사용하던 소비자들(대부분이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어야 했다. 또한 IBM 은 독점법과의 전쟁과 

오랜 기간의 성공 시대를 거치면서 시장과 소비자들을 파악하는데 서툴러졌다. 이것이 IBM 

위기의 원인이라 생각한 Gerstner 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 했던 경험을 살려 소비자들과 

대화하면서 컴퓨터 시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당시 IBM 은 위기의 원인을 거대한 조직 구조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을 

해고시켰으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전체 조직을 각 부서별로 분사하는 계획도 상당 부분 

실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Gerstner 는 소비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여러 유닛으로 

분할된 IBM 을 오히려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통합시켰다. 당시 소비자들은 

컴퓨터의 각 요소마다 각기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지쳐있었고,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고 싶어했다. 특히 Gerstner 는 전에 다니던 회사들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IBM 은 제품의 생산, 판매, 구매 후 서비스까지 소비자의 단 한번의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각 부서들을 통합시켰다. 또한 Gerstner 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강력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IBM 에 만연했던 보신주의를 끊으려고 

노력했다.3 

Gerstner 아래에서, IBM 은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올 기회를 예상하여 1995 년 

인터넷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1997 년부터 ‘E-Busines’s 라는 당시에는 생소한 단어를 

                                                                 
3 박종훈(2010.01), “혁신의 대명사 IBM, 고객이 첫발이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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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는 몰랐지만, 인터넷이 컴퓨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닷컴 붐으로 이어져 IBM 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2000 년 즈음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부실 IT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지만, IBM 은 탄탄한 통합 

솔루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1993 년 290 억 달러였던 IBM 의 시가 총액은 2002 년 

1,330 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5) 소프트웨어&서비스 집중 전략 

2003 년, Gerstner 의 뒤를 이어 Sam Palmisano 가 IBM 의 새로운 CEO 로 임명됐다. 

Palmisano 는 Gerstner 와는 달리 30 년동안 IBM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IBM 내에서 

신입 사원부터 부사장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해외 지사를 포함한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IBM 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및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지식 기반의 고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윤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Palmisano 의 비전은, IBM 을 단순한 다국적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현지 친화적인 전략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IBM 의 조직을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였다. 비록 하드웨어는 IBM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윤은 소프트웨어에서 주로 나왔다. 또한 고객들이 컴퓨터 관련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IBM 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같이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2004 년 IBM 은 하드웨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PC 사업부를 Lenovo 에 매각하면서 하드웨어 부문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반면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36 개의 소프트웨어 기업과 18 개의 컴퓨터 서비스 기업을 

합병하며 소프트웨어&서비스에 집중된 조직구조를 형성하였다. 4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5 년, 

초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터인 Watson 의 개발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Palmisano 의 전략은 비록 IBM 의 총 매출을 감소시키긴 하였지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게 하였다. 2011 년 IBM 은 높은 영업 이익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당시 미국 

증시 시가 총액 3 위였던 Microsoft 의 시가총액을 뛰어 넘었다. 또한 IBM 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보다 글로벌화된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6) 지속되는 부진 

2012 년 Palmisano 의 뒤를 이어 Virginia Rometty 가 IBM 의 CEO 로 임명되었다. Rometty 

역시 Palmisano 과 같이 IBM 에서 30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IBM 은 Rometty 하에서 미래 

                                                                 
4 Frank. T. R., Konstantinos. G., German. R., & David. R. K.(2015.04.08), IBM at the cross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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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SoE 를 선정하고 이 기술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공지능인 Watson 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시켜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관련 기술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을 활발히 인수하였다.5 

IBM 은 인수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성을 유지시키면서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IBM 과 인수된 중소 기업들은 기술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중소기업 시장에서는 

기능이나 가용성보다는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유망 

기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IBM 매출에 큰 영향을 주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필요한 

고성능의 가용성 높은 기술들의 개발은 부진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회사 내부의 문화 장벽에 막혀 시행착오 기간이 길어졌다. 

당시 IBM 대형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회사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에 따라 특정 

대형 고객들만이 원하는 기술 개발에 신경쓰다보니 여러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핵심 인프라 서비스 개발은 계속해서 

늦춰졌다. 

Rometty 는 3 개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기존 IBM 사업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변경했다. 수십년동안 IBM 을 이끌었던 레거시 산업(시스템 하드웨어 및 여기에 포함되는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미래 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이러한 

전략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중심의 수익률 위주 경영이었다. 비록 

급격한 변화에 의한 과도기에 단기적인 IBM 의 매출 및 수익률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Rometty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미래 산업과 유망기술에 IBM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유망 기술들은 많은 투자 덕분에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2010 년대 후반까지 두 

자리수의 연간 수익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유망기술의 높은 성장률은 충분하지 않았다. 

비록 2014 년 IBM 의 클라우드 컴퓨팅 수익은 전년 대비 60%나 상승하였지만 이는 IBM 전체 

수익의 7.5%에 불과했다. 또한 IBM 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연간 10 억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2014 년 기준 두 자리 숫자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더라도 

예상 수익 달성까지는 10 년 이상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IBM 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았다. 유망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는 역으로 기존 매출과 수익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분야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하드웨어 부문에서의 철수 이후 

IBM 의 매출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비록 이전까지 수익률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4 년 

이후 IBM 의 수익률 역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IBM 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자 다른 기업들에서 직원들을 영입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기업 문화차이와 성과주의에 의한 견제 등의 이유로 기존 IBM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했다. IBM 은 

2016 년, Verozon 에서 여러 임원들을 클라우드 사업부로 영입하였다. 그들은 IBM 직원들과 같이 

새로운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한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IBM 직원들은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으며 IBM 에서 필요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IBM 직원들끼리 ‘GC’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같은 

                                                                 
5 Rosabeth. M. K., & Jonathan. C., IBM Transforming(2017.03.09), 2012-1016: Ginni Rometty Steers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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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가진 프로젝트가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영역 다툼, 자원 제약, 내부 

혼선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9 년 IBM 에서 두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두 개의 클라우드 인프라 

디자인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둘 다 외면 받는 결과가 벌어졌다. 6  이러한 상황 속에서 IBM 의 

시가 총액 역시 꾸준히 하락하여 IBM 의 2020 년 시가 총액은 2012 년의 60%까지 감소하였다. 

[EXHIBIT 3] 미래를 위해 치르는 현재의 희생이 너무 컸으며, 미래의 성공 역시 불투명해졌다. 

결국 2020 년 Rometty 는 IBM 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CEO 직에서 사퇴하였다. 

 

3. IBM 의 AI 사업 - Watson 

1) IBM 의 AI 개발 역사 

IBM 의 인공지능 개발은 체스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었던 Deep Thought 으로부터 시작됐다. 

IBM 은 “세계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체스 컴퓨터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체스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IBM 은 당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칩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Feng-hsiung Hsu 교수를 영입해 1989 년 체스 인공지능인 Deep Thought 을 개발했다. 이후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Kasparov 와의 대결을 진행하였지만 Deep Thought 은 4:0 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후 IBM 은 Deep Thought 을 업그레이드한 Deep Blue 를 제작하여, 1996 년 

Kasparov 에게 재도전을 했지만 4:2 로 다시 한 번 패배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이번엔 승점을 따낸 

것에서 희망을 본 IBM 은 Deep Blue 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다음해인 1997 년 다시 한 번 

Kasparov 에게 도전해 2 승 3 무 1 패를 기록하며 승리하게 된다. 이는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IBM 은 AI 의 ‘위대한 도전’을 통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렸다. 세상은 IBM 이 지닌 가능성과 창의성에 주목했고, 그 결과 AI 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Deep Blue 의 성공 덕분에 AI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얻은 IBM 은 다시 한 번 AI 

분야에서 ‘위대한 도전’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2004 년 IBM 연구팀 매니저 Charles Riechel 은 

레스토랑에서 당시 인기 퀴즈쇼였던 ‘Jeopardy!’에서 74 회 우승한 Ken Jennings 의 Jeopardy 

게임을 시청하느라 사람들이 식사 도중 텔레비전 앞에 모여 집중하던 것에 주목했다. 체스 

대결을 통해 Deep Blue 와 IBM 의 마케팅을 성공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Riechel 은 Jeopardy! 

퀴즈쇼가 IBM 의 새로운 AI 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2005 년 IBM 은 ‘Jeopardy!에서 인간을 이기는 AI’ 개발을 목표로,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Watson 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Jeopardy!에서 우승하려면 자연어로 된 질문과 같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컴퓨터 기술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IBM 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 후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머신 러닝 기술을 개발하여 Watson 에 

                                                                 
6 황치규(2021,12,13), “[테크인사이드] 100년 기업 IBM은 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밀렸나”,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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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켰다. 이 기술을 통해 Watson 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더욱 똑똑해졌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몇 초 이내로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세서 기능 역시 개선하였다. 

2011 년 IBM 은 약 6 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Watson 과 역대 Jeopardy! 챔피언이었던 Ken 

Jennings, Brad Rutter 와의 퀴즈 대결을 개최했다. Watson 은 이 퀴즈쇼에서 각 질문마다 정답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막대를 보여주었는데, 일정 정도 이상 확신한 경우 버저를 눌러 

답을 말하였다. Watson 은 비록 몇 번의 오답과 오류를 보였지만 두 번의 대결을 통해 총 

77,147달러를 획득하며, 24,000달러를 획득한 Ken Jennings와 21,600달러를 획득한 Brad Rutter를 

손쉽게 이겼다. 

사람들은 Deep Blue 의 체스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Watson 에 열광했다. AI 가 곧 사람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AI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또한 IBM 이 AI 분야의 

선두 기업이라는 사실 역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EXHIBIT 4]  IBM 은 단순히 홍보용으로 끝난 

Deep Blue 와는 달리, Watson 을 상업화시키고자 했다. 엄청난 양의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Watson 의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IBM 은 판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Watson 을 컴퓨터를 포함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Watson 을 IBM 내부 서버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위치시켜 많은 외부 개발자들이 오픈 플랫폼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2) 왓슨의 현황과 적용 분야 

IBM 은 Jeopardy!에서의 성공 이후, 실험적 측면에서 Watson 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켜 

보았다. 이후 Watson 만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4 년 IBM 내에 독립된 Watson 

사업 부서를 만들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Watson 을 연계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IBM 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헬스케어 산업이다. Watson 은 현재 다양한 병원 및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수많은 

데이터를 얻고 있으며, 환자 개인의 정보와 질병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해 암, 심장질환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암 진단 및 치료를 돕는 AI 소프트웨어인 Watson for 

Oncology 와 유전적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Watson for Genomics 라는 두 가지 

솔루션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Mayo Clinic 을 비롯한 2500 개 이상의 

병원들이 Watson 을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2016 년 가천대 길병원이 Watson for Oncology 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7 개의 대학병원에서 Watson 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Watson은 교육 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IBM은 2015년 Watson Education을 개발했다. 

Watson Education 은 교육 컨텐츠 허브로써, 방대한 양의 교육 산업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수집해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Watson Education 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발전 정도, 공부 스타일, 흥미 있는 주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평균적인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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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에서 Watson 은 방대한 법률 및 판례를 분석해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6 년 미국 대형 법무법인 Baker&Hostetler 는 Watson 플랫폼을 이용한 AI 변호사를 

도입했다. 이 AI 변호사는 법률 리서치 업무를 맡아 기존에 소요되던 시간을 20~30% 줄였으며, 

판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호주 특허청은 행정업무에 Watson 을 도입해, 방대한 특허 데이터와 업무 처리과정을 학습하게 

한 후 특허심사 청구자에게 맞춤 조언을 제공하고, 해당 특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특허 

심사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 역시 실험적으로 개인 소득세 처리 

등의 행정에 Watson 을 적용하였다. 

Watson 은 금융 산업에서도 다양한 기업 및 은행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스위스 

보험사 Swiss RE 는 2015 년 Watson 을 활용해 보험설계사의 가격 위험 예측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강화한 보험인수 솔루션을 만들고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비즈니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스페인 

Caixa Bank 는 2014 년 IBM 과의 파트너십 이후 외국인 증권거래업무 솔루션에 Watson 을 

적용했으며 브라질 은행 Bradesco 는 2016 년부터 Watson 을 콜센터 직원보조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세무법인 H&R Block 은 2016 년 IBM 과 협약을 맺고 지점 1 만여곳에서 Watson 

AI 기술을 이용해 고객서류에서 누락될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금액을 찾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Watson 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행, 스포츠, 패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4.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Watson 

1) 헬스케어 분야 진출 계획 

IBM 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는 ‘Innovation that matters for the world’, 즉 세상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Virginia Rometty 는 Watson 이 세상에 출시될 

당시부터 IBM 이 AI 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통해 사회에 ‘Essential’한 영향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atson 을 개발하는 최초의 목적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이 기술을 

통해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는 Moon Shot 프로젝트 7 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5 년 전 Watson 이 Jeopardy 게임쇼에 소개되었을 당시, 저는 저희의 다음 Moonshot 

프로젝트를 헬스케어 분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주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애물들 중 가장 어려운 것, 즉 ‘암’으로 정하였습니다.8” 

-Virginia Rometty (2017)- 

                                                                 
7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프로젝트와 같이 단기적인 수익성, 잠재적인 리스크에 관한 완벽한 

조사가 없더라도 거창한 비전 아래 진행되는 탐색적, 혁신적 프로젝트를 ‘Moon Shot’ 프로젝트라

고 칭한다. 
8  Virginia M. (Ginni) Rometty, 2017.02.30. HIMSS17, IBM Speech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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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tty 가 다른 산업 분야가 아닌 ‘헬스케어’ 분야로 집중하고자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인지 시대(Cognitive Era)’를 헬스케어 분야가 선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인지 시대’란 

직관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 하고 가설을 세우는 시대를 일컫는 말로, 당시의 IBM 

내부의 임직원들에게 자주 사용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단어였다. Rometty 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인지 헬스케어(Cognitive Healthcare)’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건강에 

접근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지 시대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분야 정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Watson 과 헬스케어 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Rometty 와 

IBM 직원들의 확신은 설득력이 있었다. 첫째로, 헬스케어 산업은 오랜 기간 과학 기술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라는 인간의 직업군에 크게 의존하는 시장으로 많은 불신, 그리고 

비효율의 영역이 남아있는 시장이었다. 더불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질병의 

다양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 개인당 일생에서 

지출해야 하는 병원비는 높아지고 있었다. 당시 IBM 이 산출해낸 전세계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8 조 달러였으며, 그 중 1/3 은 비효율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 즉 절감이 가능한 비용이었다. 

IBM 은 위와 같은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헬스케어 시장이 충분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의료 산업이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자연어,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Written data 를 다루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들로는 거의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였으나 

Watson 은 AI 기술을 활용해 이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IBM 은 

Watson 이 기술력 측면에서 차별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IBM 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어줄 좋은 파트너들이 있는 

상황이었다. Memorial Sloan, Kettering, MD 앤더슨, Cleveland Clinic 등 미국의 주요 종합병원 및 

암센터는 물론, Medtronic, Apple, Johnson & Johnson 등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Watson 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AI 의 정보수집과 학습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 IBM 은 헬스케어 진출에 대한 의사를 굳혔다. 

기업의 주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산업이고, 위협적인 경쟁사나 선두주자도 없고, 

Watson 의 기술력이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는 시장에 IBM 이 진출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려웠다. 

Rometty 는 물론 IBM 의 내부 직원들, 투자자, 그리고 사회의 동의와 성원 아래 3 년이 지난 

2015 년부터 Watson Health 라는 새로운 유닛을 분리하여 본격적인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하였다.  

 

2) Watson Healthcare 의 출범과 성과 

Watson Health 부서는 병원 케어부터 의학 연구까지의 넓은 범위를 모두 관장하는 

클라우드형 AI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전문가들과의 계속된 논의 끝에 

다양한 의료 분야 중에서도 당뇨병, 종양학, 유전체학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첫 번째 메인 타겟으로 삼은 것은 ‘종양학’, 즉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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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이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정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암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당시 Watson Health 의 최고 부서장으로 선정된 이는 Deborah DiSanzo 라는 

사람으로, 그녀는 1988 년 이후 4 개의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기업에서 일해왔으며 그 중 Philips 

Healthcare 라는 회사에서 CEO 를 해본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IBM 에 합류하기 전 DiSanzo 는 

서구권에서는 헬스케어 예산과 비용을 점차 줄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인도와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금액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고, IBM 

Research 의 리더였던 John Kelly 와의 대화를 통해 Watson 의 인지 기술이 10 년 동안이나 연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이후 자신이 생각하는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기회를 AI 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IBM 에 합류하였다. 

IBM 은 Watson Health 의 다른 리더와 직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외부 산업 전문가들과 IBM 내부 베테랑들을 조합하여 팀을 꾸렸는데, 부서의 리더들로 

선정된 Lisa Rometty, Pault Tang 은 DiSanzo 와는 모두 다른 헬스케어 기업에서 스카우트되었다. 

외부 전문가들은 Watson 을 활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업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후 DiSanzo 는 2016 년까지 총 

7,000 명의 직원 중 절반 정도를 인수합병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데려왔으며, 25%는 IBM 의 다른 

부서에서, 나머지 25%는 IBM 외부에서 데려왔다. IBM 인수합병의 특징 중 하나는 인수 초기에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기존 브랜드 이름을 남겨두고, 해당 회사의 임원들도 2 년 정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작은 회사들을 큰 회사로 무리하게 통합하기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각자의 원하는 바도 이루고 지속적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방법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DiSanzo 는 직원들 사이의 목표 합의와 이들의 

오너십 배양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여러 차례의 

워크샵을 열며 다양한 조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였다. 

DiSanzo 는 Watson Health 를 의학촬영, 종양학, 생활과학, 정부, 가치기반의료(Value-

Based Care)의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누고, 부서장으로 임명이 된 당일부터 국내외 유수 암센터 및 

종합병원, 전문가, 의학 데이터 센터 등과 접촉하여 적극적인 파트너십에 돌입하였다.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 기기 회사 Medtronic 의 환자 2,000 명의 24 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아 단 몇 주 만에 고혈당 쇼크를 3 시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이후 

8,000 명의 환자 데이터를 더 확보하였다. 또한 의약품 회사 CVS 와 Johnson & Johnson 환자들의 

데이터를 받았으며, IBM 측에서는 각 기업들의 제품을 마케팅해주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기업 뿐 아니라 20 개의 의학전문교육기관과도 협력하여 암 관련된 수백만 건의 의학 자료를 

학습하였고, 학습 내용을 10,000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호사들이 수작업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40 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들여 공격적으로 작은 규모의 헬스케어 기업들을 

인수합병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진료, 치료 기록과 환자들의 케어, 행동에 관한 정보,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Watson 에게 학습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Watson 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병원과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흐트러져 있고, 비일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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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말,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일 년 동안은 우리들끼리 각자 

딴소리만 해댄 거 같네요.” 

–Norman Sharpless(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암센터 소장9, 2021)- 

그러나 치열한 연구 끝에 Watson 은 수백만 개의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의학 연구 

보고서를 단시간에 소화하고 읽어내어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치료법을 발견한 후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 검사 기록, 유전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암제 조합,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의 치료 방법을 추천, 고려 또는 비추천의 세 단계로 권고하는 

Watson for Oncology 가 개발되었다. 이 제품이 의사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치료 방법도 

제시한다는 사실은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빠른 자연어 처리 능력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발표되는 의학 논문을 흡수할 수 

있다는 효율성과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되어 온라인 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편의성, 두 가지 강점을 앞세워 개발된 Watson Healthcare 제품들은 부서가 출범한 2015 년 

곧바로 런치되어 의료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종양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도입 초기 

Watson for Oncology를 ‘Answer Machine’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제품과 이것이 불러올 혁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내비쳤다. IBM 과 협력 기관이 발표한 제품의 정확도는 실제로 가히 

혁신적이었다. 

“Watson Health 의 진단 일치율은 대장암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 등이다.” 

-MSKCC 2014 년 ASCO 발표10(2014)- 

또한 인도의 마니팔 병원의 종합 종양 위원회(Multidisciplinary Tumour Board)에서 

제품과 실제 자신들의 치료 사례를 대조해본 결과 무려 92%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초반에는 

폐암, 유방암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17 년 보도에서 Watson Health 가 연내로 전 

세계에서 발병하는 모든 암의 80%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AI 의 

혁신적인 정확도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친 결과 Watson for Oncology 를 포함한 Watson 

Health 의 상품들이 전 세계 곳곳에 순조롭게 판매되기 시작했다. 

Watson for Oncology 는 미국에서 85% 이상이 판매되었고, 그 외에 유럽과 아시아권의 

병원에도 판매되었다. 2014 년 태국의 범룽랏 국제병원, 2015 년 인도의 마니팔 병원, 2016 년에는 

항저우 코그니티브케어 등에 도입되었으며, 2016 년 9 월부터 한국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비롯하여 다섯 개가 넘는 대학병원에서 Watson for Oncology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유전체를 분석하는 Watson Genomics, 임상시험 환자를 매칭하는 Clinical Trial Matching, MD 

앤더슨 암센터와 협력하여 개발한 Oncology Expert Advisor 등 복잡한 의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의학적인 조언을 해주는 다양한 AI 헬스케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19 년 

                                                                 
9  Steve Lohr, 2021.07.16, “What Ever Happened to IBM’s Watson?”, The New York Times 
10  최윤섭, 2017.06.13,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2) IBM Watson의 이상과 현실”,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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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Watson Health 의 제품 클라이언트는 총 15,000 개 이상의 의료 기관으로 늘어났고, 약 

80,000 명의 전문가와 185,000 명의 환자가 이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 년 Watson 

Health 의 전체 연간 매출은 10 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EXHIBIT 5] 

 

3) Watson Healthcare 의 문제 사항 

IBM 은 사업 초기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가 잘 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의 목적인 

‘Essential’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즉 제품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높은 마진을 매겨 이를 

메꾸기보다는 대형 클라이언트 유치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우선 높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무 성과는 사실상 좋지 않다고 알려졌고 IBM 은 부서가 

만들어진 지 약 6 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Watson Healthcare 의 정확한 손익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초기에 IBM 이 6,200 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유치했던 주요 고객이자 파트너, 

MD 앤더슨 암센터와의 계약이 2017 년 파기되면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사건은 AI 헬스케어 시장 전체에서 IBM 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MD 

앤더슨 암센터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뉴욕 메모리언 슬로언 케터링 병원 암센터도 

암 진단용 왓슨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뒤이어 약 12 개가 넘는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Watson Health 의 기능과 수익성에 관한 업계의 의문은 커져갔다. 

2018 년, Watson Health 수익성 부진설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바로 IBM 의 구조조정이었다. 당해 5 월 IBM Watson 산하 직원들 중 50~70%가 정리해고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기사는 주요 정리해고 대상이 IBM 이 Watson 부서를 위해 

인수합병 했던 데이터 분석 기업, 의료 촬영 기업, 건강 관리 기업 등 헬스케어 관련 인수 

기업들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IBM 과 함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큰 회사에 

인수되었으나 이들을 약 3 년만에 정리해고 했다는 것은 기술자들 사이 IBM 의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약 한달 후 IBM 측에서는 Watson Health 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작은 비율이고, 부서의 방향성을 기술 집약적 제품,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프로세스 단순 

및 자동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IBM 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Watson Healthcare 의 실적 부진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기업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했음이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IBM 의 현재 내부 상황은 상당히 절망스럽다. 너무 많은 내분과 권력 다툼,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떠나는 상황이다.” 

-IBM 전 직원(2017)- 

2021 년 2 월, 월스트릿저널에서는 IBM 이 Watson Health 매각을 추진 중이나 구매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실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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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IBM 이 이 부서와 제품을 위해 들였던 시간과 자금을 고려했을 때 11  이와 같은 보도는 

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Watson Health 에서 10 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매각 추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에 더해 2011 년 

Watson 이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을 때에 비해 IBM 의 주가는 10% 이상 떨어져 있었다.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 판단했을 때 Watson Health 사업은 한 마디로 ‘대실패’였다. 

이로써 Watson Health 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에 관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인은 경영진이 잘못된 마케팅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Watson 은 ‘농담’ 수준이다. IBM 이 잘하는 것은 뭔가 잘 모르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Chamath Palihapitiya(벤처캐피탈리스트12, 2018)- 

IBM 은 Watson 에 “답을 주는 머신(Answer Machine)“, ”지식의 미래”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TV 광고 등으로 몇 년 간 수백만 달러를 

쏟아왔다. 2010 년대 미국 대중들에게 AI 라는 단어를 말하면 ‘Watson’이 바로 떠오를 정도였다. 

이와 같이 기술 자체보다 마케팅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고 IBM 의 최고 경영진 중 다수가 

기술 전문가보다는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품 효능에 비해 과도하게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그와 더불어 Watson Health 제품들의 기능이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실패 이유로 거론되었다. Watson Health 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낼 수 있다는 AI 의 강점을 기반으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거창한 비전 아래 출범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제품의 마케팅 또한 고도화된 기술력과 그에 따른 정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실제로 Watson Health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나 제품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암 데이터는 IBM 연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오염된 데이터도 Watson 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방해가 되었다. Watson 은 의사가 쓴 메모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New York Times13(2021)- 

                                                                 
11 Jefferies LLC의 기업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IBM이 Watson에 투자한 금액

은 15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Eliza Strickland, 2018.06.25, “Layoffs at Watson Health Reveal IBM’s Problem With AI”, IEEE Spectrum) 
12 Erin Dietsche, 2018.06.04, “IBM confirms layoffs impacted its Watson Health division”, MedcityNews 
13 박건형. 2021.07.19, “돈 못버는 골칫덩이됐다… AI 선구자 ‘왓슨’의 몰락”,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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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은 암 치료 방법을 권유하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환자가 특정 약물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신뢰도를 보완하는, 보다 좁은 범위에 쓰는 걸 

추천한다.” 

-Martin Kohn(전 IBM Research 수석 의학 과학자14, 2021)- 

Watson Health 가 마케팅을 할 때 활용했던 제품의 높은 정확도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하였던 Watson 의 진단 일치율이 대부분 95%를 웃돈다는 연구 

결과는 사실상 같은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여 계속해서 정확도를 올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측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보다 2016 년 12 월 인도 마니팔 병원에서 측정한 

Watson for Oncology 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Watson 의 치료법 제안 중 약 80%가 실제 의사들이 

진단한 결정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출시되었던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는 

월등히 높은 정확도이기는 하나, 암종에 따라 일치도가 천차만별이었다. 직장암은 85%의 

일치율인 것에 비해 폐암은 17.8%로 매우 낮았다15. [EXHIBIT 6] 따라서 Watson 이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비전은 허상에 불과했으며, 지속적으로 낮은 퍼포먼스는 Watson 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조기에 중단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수의 의료진들이 AI 를 사용하는 데에 아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월스트릿저널에서는 AI 를 도입하기를 꺼리는 의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Watson 의 정확도가 명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보니 부정확한 

권고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Watson Healthcare 제품을 사용할 

동기가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IBM 이 실제로 Watson Healthcare 를 매각할지는 미지수이다. 월스트릿저널의 

보도가 나온 지 약 10 개월이 지난 2021 년 12 월 현재도 IBM 은 Watson Healthcare 를 분리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헬스케어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하나의 근거로 IBM 은 2020 년 10 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Digital Health Pass 라는 이름으로 기업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솔루션을 

런치하였다. 또한 2021 년 2 월 IBM 리서치에서 Watson 의 알츠하이머 예측 정확도를 75%까지 

높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바로 다음 달에는 제약사 모더나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유통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6 월에는 IBM Watson AI XPrize 라는 경진대회를 

열었으며, 여러 참가 기업들 중 AI 를 활용해 말라리아를 제거하는 스타트업에 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에 더해 2021 년 2 분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매출이 늘어나며 3 년 만에 최대 매출 

                                                                 
14 Steve Lohr, 2021.07.16, “What Ever Happened to IBM’s Watson?”, The New York Times 
15 Watson for Oncology의 일치율은 측정한 암종별, 병기별, 국가별, 시간별로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비일관성은 진료할 때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인종별 차이, 약과 치료법의 

국가별 인허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도 마니팔 병원 연구에서 92%의 권고안 일치율은 2019년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최윤섭, 2017.06.13,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2) IBM Watson의 이상과 현실”, 최

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Raelene Kambli, 2019.06.05, “Watson Health has more than 15,000 clients 

and partners”, EXPRESS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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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을 제외한 IBM 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IBM 이 아직 Watson Health 사업을 포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클라이언트가 남아있고, Watson Health 제품들의 

기능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 AI 헬스케어 시장 

 

- AI 헬스케어 시장 현황 

 AI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헬스케어란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함에 있어 인간의 지능(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뜻한다.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된 

데에는 고령화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던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최근 다른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증폭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람들의 헬스케어 수요 증폭에는 세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질병과 정부 정책,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다. 첫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역 별로 의료 인프라에 차등이 

심한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로 오프라인 진료에 제한이 생기면서 의료 시설에 대한 니즈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를 언택트(Un-Tact)로 진행하는 트렌드가 발생하였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면 여러 의료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던 정부들도 협력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인 세계 각국 정부들이 스마트 헬스 케어 성장 추세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American AI Initiation 정책을 시행했으며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에 나섰고, 또한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해 줄 자연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에 대해 수요가 높아지는 중에 코로나19가 기술의 

발전을 부추겼고 그 흐름에 따라 각 국의 정부들이 스마트 헬스 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트렌드에 변화가 발생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질병이 발생한 후에 검진을 받으려던 과거 분위기와는 

다르게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헬스케어를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의료 데이터가 

빠르게 수집되었고,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의료 데이터 양은 2012 년 

500PB 에서 2020 년에는 25,000PB 로 약 50 배가 증가했다고 추산된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예상됨과 동시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게 된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헬스케어 시장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요자에게 시스템을 간접제공하고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성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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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 수요자는 환자에서 환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확장되었고, 서비스 공급자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으로만 구성되던 것에서 서비스가 치료 이외의 예방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공급자의 경우, 바이오 센서, 측정 장비, 

모니터링 장비를 제공하는 의료기기에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 OS, 통신사로 넓어졌다.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은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 산업 규모는 1520 억 달러(한화 약 174 조원)였다. 또한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었는데, 

디지털 헬스 기업에 투자된 규모가 2020 년 146 억 달러로 2019 년 77 억 달러 대비 약 2 배가 

증가했다. 2021 년 상반기에는 2020 년 투자 규모를 이미 넘어선 147 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 

결과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정보 통신 기술(ICT) 융합 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에 걸맞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도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 제조사, 통신사, 의료 장비&서비스, 의료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네 가지의 

플레이어들이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된 것이다. 제조사 플레이어 안에서도 

플랫폼/단말 사업자와 스포츠 기업, 가전업체로 분류되는데, IBM 은 플랫폼/단말 사업자 군에 

속한다. 

 

- AI 헬스케어 시장 경쟁자 

IT 공룡 기업이 설립한 AI 연구소의 영향력 측정은 저명한 뉴립스(NeurlPS)와 ICML 

컨퍼런스에서 학술 논문을 얼마나 발표했는지를 지표로 삼는다. 2020 년 구글은 뉴립스에서 총 

178 개의 논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95 건, 딥마인드 59 건, 페이스북 58, IBM 38 건을, 아마존은 

30 건 이하를 발표했다16 .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쟁사로서 가장 위협적인 두 기업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더불어, 헬스케어 산업 내 AI 기업 중 가장 많이 발전한 순위로 1 위는 

Google, 2 위는 IBM 으로 평가17되어, 헬스케어 산업 내 기업들 중에서도 Google 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Google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초기 전망에 따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였다. IBM 과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은 활발한 투자를 통해 다각도의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2019 년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의료 시스템 중 하나인 어센션 헬스(Ascension 

Health)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발표하였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의 AI 와 기계학습 솔루션을 통해 치료 전반에 걸쳐 환자와 의료진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결과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함을 밝혔다. 또한 2019 년 11 월 헬스케어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기업 페이스북과의 경쟁 끝에 웨어러블 기기 전문업체인 ‘핏비트(Fitbit) 18 ’를 

                                                                 
16 박혜섭, 2021.01.22, “AI 전문가에게 물어봤다…“세계 최고 AI 산실은 어디?””, AI타임스 
17 “Top 10 AI Healthcare Companies”, QWayHealthcare 
18 핏비트(Fitbit) : 2021년 1월 구글이 인수를 완료한 웨어러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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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며, IBM 과 겹치는 시스템 분야를 넘어서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공격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2021 년 2 월에는 케어 스튜디오(Care Studio)라는 임상의가 환자 정보를 더 잘 

구성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출시하였다. 이어 5 월 구글 클라우드는 미국의 영리의료 

법인인 HCA 헬스케어 테네시주 내슈빌에 기반을 둔 임상 및 운영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건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장기 협력을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인 상황이다. 

구글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알파벳의 생명과학 연구회사인 베릴리(Verily)를 헬스케어 

시장에 집중시키는 동향을 보인 것이다. 특히 구글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베릴리에 700 억 달러를 투자했다. (추가적으로 헬스케어 분야 기업인 

Klara 에도 1500 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였다.) 알파벳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186 건의 

헬스케어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의료 시스템 기업인 

Geisinger 의 CEO 데이비드 파인버그(David Feinberg)를 헬스케어 분야의 리더로 영입하고, 모바일 

건강 모니터링 스타트업 세노시스 헬스(Senosis Health)를 인수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글의 장점은 광범위한 데이터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구글의 리서치 부서인 구글 

AI 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줄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글 검색의 약 5%가 의학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2015 년 허위 정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 카드를 보여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더 나아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방암을 감지하는 등의 건강 관리 프로젝트와 환자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 

동향으로는 2021 년 8 월, 베릴리에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AI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 

이 센터는 의료 분야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I 를 활성화 시키는 프로젝트나 대장암 

검진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등 구글 헬스케어 프로젝트 중일부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알파벳은 2020 년 1 분기 68 억 달러의 

순이익에서 2021 년 1 분기 179 억 달러의 순이익으로 162% 증가하였다19. 

그러나 2021 년에 들어서면서 구글은 헬스케어 단일 헬스케어 부서를 해체하고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를 사임했다. 이에 따라 구글 헬스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700 명 중 570 명을 구글의 

여러 팀과 부서로 재배치하고, 구글 헬스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었다. 

700 명 중 130 명은 2021 년 6 월 핏비트와 서치 부서로 전환됐다. 중앙 집중식 전략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부서에 모든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모으려 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분산식으로 

되돌아 온 것이었다. 이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가지만 대형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부서를 더 이상 두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구글의 대응이 사실상 투자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혹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3 가지 이유가 가설로 떠올랐다 : 

구글 헬스를 단일한 조직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 데이비드가 이직함에 따라 헬스케어 관련 이니셔티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19 남빛나라, 2021.04.28, “구글 모기업 알파벳, 1분기 순익 162% ↑…매출 61.5조원”,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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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 구글에게 헬스케어가 모든 사업부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한 

조직으로 제한시킬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한 입장이 있다.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는 IBM 이나 구글과 달리 점차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 기술 연계를 통해 

원격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대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즉, 의약품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원격 의료를 진행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을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21 년 기준 가장 헬스케어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원격의료에 맞춘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업과의 

협업과 M&A 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20 년 1 분기 순이익 108 억 

달러에서 2021 년 1 분기 순이익 155 억 달러로 44% 성장하였다20.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에 2007 년 마이크로소프트 헬스볼트(Microsoft 

HealthVault)를 출시하며 개인건강기록 사업에 도전했으나 2019 년에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 년 10 월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애저(Azure)를 출시하고 의료 

시스템 파트너와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 등 글로벌 의료 사업자와 협력해 클라우드 기능을 

고도화하는데에 집중하였다. 애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 협업플랫폼 ‘팀즈(Teams)’와 원격 의료현장에서 빠르고 안전한 진단과 진료를 돕는 

혼합현실(XR) 디바이스 ‘홀로렌즈(HoloLens)’ 등 의료서비스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진이 팀즈를 통해 

원격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의료 규제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들은 2021 년 4 월 음성인식기술회사 뉘앙스(Nuance)를 197 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21 . 해당 인수 가격은 당시 뉘앙스 기업가치에 23%에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뉘앙스의 한 소프트웨어가 의사와 환자의 상담 내용을 인식하여 구두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전자건강기록(EHR22 )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뉘앙스의 인수를 

통해 매출이 대략 15 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지만 이는 총 매출의 1% 미만이며 순수입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으로서 인수를 선택한 것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뉘앙스를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AI 헬스케어 시장 전망 

AI 헬스케어 시장은 점점 더 규모가 커져서 2025 년 5,092 억 달러(약 618 조 원)까지도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주요 기술분야로는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45.9%, 

인공지능이 35.3%, 사물인터넷(IoT)가 14.8%로 시장 성장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 이용성, 2021.04.28,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매출 46조원”, ChosunBiz 

21 이동훈, 2021.04.21, ““사업다각화 나선 ‘마이크로소프트’, 장기적 관점… 투자의견 ‘중립’”, 

Infostock Daily 
22 EHR : Electronic Health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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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 및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어야 비로소 헬스케어의 

궁극적 니즈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업무 방식과 의료 인력에 대한 기존 인식에 고정관념도 남아있다. 더 

나아가 AI 헬스케어가 소비자와 모든 인류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시스템과 의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건강 및 데이터에 명확한 소유권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를 관리, 감독할 기술 발전과 법적 제재, 개인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에 더해 코로나 19 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된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의 현 입장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시장과 정부와의 협력도 시장 진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금과 같이 AI 헬스케어 산업이 꾸준히 발전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수동화된 업무를 기술이 대체하거나 최적화시켜 관리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둘째로, 가상 환경을 포함한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을 통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셋째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전체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며, 품질 및 성과목표 달성의 능력을 개선하여 시장 전반의 수익 및 성장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헬스케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비용 지불 주체의 불명확성이다. 현재 지불 대상자는 보험자, 환자,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있지만 환자나 의료기관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완벽한 지불 주체가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 지불문제도 비용 보상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둘째, 가치 측정이 어렵다. 

기존의 의료 시장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비용과 수익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지 측정하기 어려워졌다. 셋째, 전통적인 의료시스템과의 괴리가 있다. 여전히 

인공지능 헬스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며, 이는 비단 환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진의 입장이기도 하다. 즉 이는 소비자들의 기술에 대한 불신에 

더해 자신의 기존 스타일로부터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에서 비롯한다. 넷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AI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고, 기술적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을 지닌 사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좋은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현상, 심지어는 의료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환자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데이터의 정보 주체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데이터 보안 

문제가 동시에 대두된다. 

 

5. 결론 

헬스케어 시장은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AI 헬스케어가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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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와 의사 간 정서적 교감이 

어려워지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처럼 대중들이 이 

산업에 관해 양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AI 헬스케어 제품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셀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연어 처리 기능을 업데이트해 나가며 기술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

의료진-기술 공급자-정부라는 네 주체의 입장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AI 헬스케어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에는 분명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IBM 이 Watson Health 의 분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Watson Health 의 수익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IBM 이 

헬스케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Watson Health 와 관련한 기술 발전과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빠른 자연어 처리 능력이라는 Watson 의 강력한 차별점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기에 

헬스케어 분야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IBM 은 위기 때마다 사양 산업을 매각하고 신사업에 뛰어들었다. 하반기에는 IT 서비스 부문을 

분사하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2021. 07. 24- 

Watson Health 는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양 산업이 될 것인가, 뛰어들어야 할 신사업이 

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다. 여러 차례 큰 위기를 이겨내며 극복의 아이콘이 되어왔던 IBM 이 

헬스케어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IBM 은 Watson Health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할까? Watson Health 를 과감하게 

접어야 할까? 또는 헬스케어 사업의 잠재성을 믿고 사업의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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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IBM 의 역사적 사건들을 Feedback Process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피드백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았을지 토론해보자 

1. 1980 년대 메인 프레임 컴퓨팅 사업 

2. 2010 년대 소프트웨어 집중 전략 

2. 현재 상황에서 IBM 이 Watson Health 를 철수해야 하는지, 지속해야 하는지, 또는 그 외의 

가능한 전략에 대해 토론해보자 

1. 전체 철수 

2. 부분 철수 

3. 현 상태 유지 

4. 사업 확장 및 추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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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XHIBIT 1] IBM 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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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2] IBM 의 System/360 

 

[EXHIBIT 3] IBM 의 주가 (2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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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4] Watson 의 Jeopardy! 출연 1 년 후 영향 

 

 

[EXHIBIT 5] Watson Health 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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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6] Watson Health 암종별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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