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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보건의료 데이터는 치료 질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원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 기기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 예후를 예측함으로써 최적의 개인별 맞춤치료를 구현할 수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현재 많은 곳에 분산된 의료정보를 통합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철저한 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산업적인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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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건강 장수는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다. 최근 의학의 눈부신 발달과 정부의 성
공적인 정책에 힘입어 기대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
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질환들의 관리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합병증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비의 급
격한 상승으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
법은 건강할 때부터 잘 관리하여 병의 발생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
하여 완치하는 것이다. 65세 이전부터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발병한 환자들에 비하여 한 두
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8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망까지 의료비
지출이 매우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Wouterse 등, 2015).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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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유전적 소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
하고 국가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
히도 아직 우리는 대부분의 질병의 병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
구하지 못하고 있다.
포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린
대표적인 연구가 1947년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5,0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프
래밍햄 심장병연구(Framingham heart study)”이다. 약 70년 간의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1,000여 편의 주옥같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많은 위험인자들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많은 약제 개발에 성공하였
으며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을 실
시하여 심혈관 유병율을 약 75% 감소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바 있다(Mensah 등, 2017).
즉 잘 계획되고 완벽하게 수집된 개개인의 의료정보는 질병극복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또한 미래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
시키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포괄적인 동의가 전제된 더욱 광범위하고 완
벽하게 정제된 보건의료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어떤 나라가 완벽하게 정제된 대규모 보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할 지가 향후 의료 선진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미래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용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가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2. 보건의료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 전략
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필요성: 정밀의료 시대로의 변화
1) 미국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보건의료 정보의 필요성은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여 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정밀
의료사업을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2015년 2월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 건강 및 질
병 치료개선,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1)를
’16년 예산안 우선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을 위해 2억 1,50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1) 정밀의료는 맞춤형의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환자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라이프 스타일,
가족력 등을 인지하여 최적의 치료제를 적정한 용량으로 적정한 시간에 제시하는 환자 최적화된 치료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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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개요, 특성 및 사업범위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2015년에 시작된 미국 정밀의료 사업은 2016년에 AOU(All Of Us)라는 사업 명으로
5,000명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여 2019년 2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확보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AOU 플랫폼은 환자의 모
든 의료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하고 유전체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생체 시료를 확보·저장
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개개인의 생활정보까지 통합하고 있다.
(표 1) 미국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구분
배경

목적

단기목표

주요내용

• 인간 게놈 해독(sequencing) 기술, 생의학(biomedical)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대량의 데이터 사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밀의료계획 시행이 가능해짐

• 대규모 연구로 새로운 생의학적 발견을 촉진하고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 개발을 통해 미래의료 패러
다임의 표현형인 P4 Medicine※을 조기에 정착시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신장 및 과도한 의료비 증가를 경감
※ P4 Medicine: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개인맞춤형(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

•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더 많은 암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암 유전체학의 성과를 제고
· 성인 및 소아암에 대한 표적치료제의 혁신적인 임상 시험
·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한 병용요법(combination therapies)의 활용
· 개인차에 따른 약물저항성 발현에 대한 지식기반 마련

• 정밀의료사전 개발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100만 명 이상의 코호트 구축

장기목표

투자계획

· 유전자

정보, 인체자원(Biosample), 식습관 및 생활습관 정보 등을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에 연동

• 방대한 코호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게 4가지 연구를 진행

·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의 발전을 통한 개인별 맞춤 약물 및 용량 적용
·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새로운 타겟 확인
·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건강한 행동 촉진 가능성 검증
· 주요 질환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의 과학적 기반 마련

• 2016년 예산인 2억 1500만 달러를 NIH, NCI, FDA, ONC에 배분하며, 전체 예산의 60%를 연구용
코호트 구축에 할당

자료: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Obama’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USA. 2015.

2) 여러 국가들의 정밀의료 사업
미국 이외에도 영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도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경쟁적
으로 정밀의료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프랑스는 “Genomic Medicine 2015”, 영국
은 “100,000 Genome Project”, 일본은 “질병 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등
각국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자국민의 대규모 유전체 분석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및 FP7, 일본 AMED의 중장기 연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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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계획에서 정밀의료를 핵심 분야로 주목하고 있으며 각국은
공통적으로 정밀의료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는 암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 만성질환 및 희
귀질환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정밀의
료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담 추진기관을 지정하거나 (예: 중국 과
학원, 일본 AMED) 신설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프랑스 수상 산하 다부처전략위원회) 혹은 별도 기

관 설립 (영국 Genomics England 社) 등을 통해 정밀의료 추진 거버넌스의 일원화·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2017년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치료법 개발
사업단(K-Master 사업단)과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밀의료 코호트 사업의 시범사업들이 일부는 기획 중이며 일부는 시
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3) 정밀의료 사업 플랫폼의 개념도
최근 시작되는 이러한 사업들의 요체는 방대한 의료정보를 최신의 의료정보 기술을 이
용 통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축적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극대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AOU 사업단은 아래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
여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있다[그림 1].
Key DRC Products for Data Ingestions, Curation and Dissemination
Researcher Portal, Environments and APls

Public stats and
data browser

Jupyter
notebooks &
compute

Cohort Builder

PPI

Consent

...

Biobank

Raw Data Repository

HPO and DV Staff Tools
Electronic
Health Records

Claims & Geospatial &
Rx Data
Environ.

Algorithms, Standards, Data
Linkages, removal of clear identifiers

EHR(via S4S)
(future)

EHR Upload

Death
Index

Curated Data Repository

Participant Portal(PTSC)
Registration

Centrally linked data

...

Operational Dashboards

Registrations
over time

Registrations by
Recruitment Sites

Participants
by Phase

HealthPro Portal

Physical
Measurements

Biobanking

Work
Queue

* Kindly provided by Josh Denny, MD, Vice President for Personalized Medicine, Professor of
Biomedical Informatics and Medicine,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그림 1] 미국 AOU 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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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이 자료 기지로 수집되며 이 자료는 개인의 생체 시료 자료와 연동되게 된다. 이 플랫
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의 모든 의료정보는 연구를 위한 추가 자금의 투입 없이 개인의
모든 의료기록이 연동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다. 이렇게 모여진 자료들은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들과 다시 연동되며 자료 처리 기
지에서 각종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가공 분석되어 각기 필요한 주체들에 제공된다. 우리도
올해 안에 국가 빅데이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질병관리본부가 가
지고 있는 국가 빅데이터가 연동되어 개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나.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과제
1)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 의무기록은 2000년 경 부터 전산화되기 시작하여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전자
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국가적인 표준을 가지고 공공의 투자로
진행되어 확산되지 못하고 각 병원의 요구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의료
기관 간 의료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수기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올해부터 각 병원 전자의무기록의
인증을 시작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용어표준 및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한 의료정보 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의료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표준화된 의료정보 고속도로를 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개인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서 이에 대한 정보 보안이 매우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를 환자 자신과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데 큰 거
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정보에 대한 교류와 공유 없이 가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구축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3자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도 중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도 얻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의료정보 못지 않게 예민한 금융정보들이 유용하
게 잘 사용되는 것을 보며 왜 의료 데이터는 그리되지 못할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정보 사용이 주는 편이성만큼 의료정보의 제공이 국민들에게
편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11•

정책동향 2020년 14권 3호

실제로 그 효용성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료 수가의 보상체계가 만들
어져야 할 것이다.
3)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을 위한 투자 유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수적이다. 이 작업은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상당 부분 투자하여야 하
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 기전 없이는 단기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수익은 매우 미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을 위한 과감한 국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데이
터 사용을 통한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1) 추진 배경
의료비 증가, 의료 질 정체, 지역·병원 간 의료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공급자
중심에서 예방·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이 확대되고 의료데이터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연계·공유 미흡으로
데이터 활용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총체적 혁신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해 전 국가적 과제로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하에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이 구상되었다.2)

2)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주도로 관계부처(복지부, 과정부, 산업부)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 의료데
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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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개념
① 내 건강정보, 내 손안에

본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서 열람 및 관리

• 개인 의료데이터(검사결과, 의무기록, 처방목록, 의약품 구매력 등)를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확인하고, 복잡한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

• 권한을 위임한 경우 보호자도 열람 가능(예: 고향 부모님 건강관리 등)
② 내 건강정보, 내 의사에게

응급상황·일반 진료시 의료진 의사결정 지원

•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동의하면 현재 진료중인 의료기관에 데이터로
전송되어 의료인이 즉시 열람

• 통합된 개인 의료데이터(진료정보, 일반건강정보, 유전체정보 등)와 빅데이터, AI 등을 결합한 개인 질환의 정
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 가능

③ 내 건강, 스스로 챙기기

상시적인 자가 건강관리 지원

•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맞춤형 운동, 영양 등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로 중증
질환化 예방 가능

* 당뇨예방프로그램 도입 효과: 당뇨 환자 감소(연간 17%), 의료비 절감(5년 후 1,480억 원)

3) 추진 방안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

비 전
목 표
추진 원칙

개인 주도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의료정보 자기 결정권 확보
• 동의체계 엄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 의료의 질 보장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혁신적 의료 생태계

• 의료계의 능동적 참여

• 국민, 의료계 산업계 및

정부 파트너십 형성

인프라 구축

중점추진과제

My HealthWay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동의 및 보호

기존 사업 연계 및
서비스 개발

사회적 공감대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법·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유도

거버넌스

의료기관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전담조직 설치 및
법률 일관성 제고

[그림 2]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방안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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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나는 21세기 최대 혁신이 생물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이루
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정보기술과 의료가 만나는 접점에 가장 중
요한 근간이 되는 자원인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의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 두 분
야의 결합은 우리나라를 밝은 미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 있는 방대한 의료정보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 많은 이유들
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다. 국가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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