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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big data not only provide real-world evidence of unmet needs in actual clinical practice but also of break-

throughs in the medical industry which will shape the future of health care. Big data are also expected to transform the existing med-

ical paradigm and provide a truly personalized medical age. However, questions about research through the collection and uti-

lization of various big data in various fields have also been raised because quality limitations cannot be overlooked. Therefore, 

many challenges remain to be overcome in the use of big data research as a basis for changing medical practice. Intervention and in-

terpretation by clinical medical experts are required in judging the scientific trustworthiness of the big data analysis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erefore, healthcare big data research cannot achieve its goal by the efforts of researchers alone. Teams of 

data analysis scientists, epidemiologists, statistics experts, and clinical researchers are required to collaborate closely with team 

members, from the design phase to expert consultation, through regular meeting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in the creation of a 

healthier community,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agencies that provide data based on the whole nation or the world’s population, 

as well as interest groups representing the people, and policy-making organizations.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knowledge, prac-

tical clinical ap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prospects for the next phase of health care, from the design of clinical 

research using health insurance big data to report writing.  (Korean J Med 2019;94: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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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건 의료(healthcare) 빅데이터는 단순히 방대한 양의 자

료와 자료원이라기보다는 진료 정보 기반의 건강과 관련된 

유전체, 가족 및 친구 관계, 생물학적 표현형, 환경 노출, 행

동 및 생활 습관 등을 전부 포함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

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병, 의원이 가진 자료 또는 국가 기관

에서 제공하는 보험 청구 데이터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내 

인구 기반 빅데이터 임상 연구 결과는 후자에 기반하여 자

격,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정보가 추가된 자료원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자료가 대표적이며 이 자료 체

계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정의될 수 있다[1].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에

서는 이미 반 세기 이상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인구 

기반의 주요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자료나 지속적인 국가 관

리와 지원이 필요한 희귀난치병 등록 코호트 자료가 건강보

험 제도의 틀 내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어왔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영역에서 인구 기반 임상 결과(clinical 

outcome)를 분석하고 국가 건강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이

용되고 있다. 가까운 대만에서도 장기 전략과 비전을 기반으

로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하여 일찍이 빅데이터 기반의 코호

트 연구를 설계, 분석함으로써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실제 

임상에서 미충족 수요에 대한 실 세계 근거(real world evidence)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마중물로써 부가가치를 인정받아 향후 의

료 산업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발병 가능한 질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이 정부와 산학연 협업

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 등의 공익 

연구를 위한 시범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적정하고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빅데

이터 분석 체계를 확립하며 회원에게 공익 연구 계획 및 실

현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정하여 2015년 빅데이터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에 정의한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임상 연구의 설계에서 논문 작성까지 알아

야 할 단계별 지식, 실제 임상 활용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자료원과 변수 구성

건강보험 정보의 구성

건보공단에서는 공익연구 목적으로 국민 건강 정보 자료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NHID)를 구축하여 제공

해 오고 있다. NHID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기반으로 축적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구학적 정보와 보험료, 의료기관 제공

자가 제출한 진료 청구내역, 건강검진 수진 내역, 의료기관 

정보 등을 포함한다(Table 1). 아울러 최근에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사망 일자 등이 추가되었다. NHID는 심평원 청구 자

료를 기본으로 하여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과는 차이가 있으

며 자격자료에는 성별, 연령, 지역, 소득 분위 등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 있다. 진료 자료는 의료비 청구과정에서 수집된 

입원과 외래 기록(주 및 부상병명, 입원 및 내원 일수, 진료

비 등), 처방 내역(처치, 수술, 약제, 치료 재료 사용 품목, 처

방약 코드, 처방 일수, 처방 용량 등)을 포함한다. 일반 건강

검진 자료는 흡연 음주 등 문진 내역 외에도 신체 검사 및 

혈액 검사 수치를 포함하여 2002년부터 있지만 2009년 이후

로 건강검진 항목이 개정되어 추가 또는 제외된 변수가 있음

을 유의해야 한다. 2007년 이후로 40세와 66세에는 생애전환

기 검진 자료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요양기관 자료는 의

료기관 관리를 위한 자료로 의료기관 종별, 인력 및 장비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원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전 국민 대상의 연구가 가능한 맞춤

형 자료와 전 국민 중 특정 조건으로 임의 추출한 코호트 자료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공유서비스, https://nhiss.nhis.or.kr/bd/ab/bdaba002cv.do). 후

자에는 NHID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백만 코호트라 불

리는 표본 코호트 자료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코호트 자료, 

노인 코호트 자료, 직장 여성 코호트 자료, 영유아검진 코호

트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초보 연구자에 익숙한 표본 코호

트 자료는 2002년 1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

격을 유지한 전 국민 2%에 해당되는 100만 명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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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s of claiming data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B Contents Detailed components in each DB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DB

Demographic information Sex, age, region, family information, presence of handicap, death, type of qualification, 
contribution amount (incomes)

Health insurance 
claiming DB

Payment specification (20T) Personal identification, health and medical care institution, principal diagnosis, first addi-
tional diagnosis, days of medical care, commencement date of medical care, number of 
visiting days, insurer and deduction payment

Consultation statements (30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uch as medical care, 
in-hospital administration of medicine, procedures, surgery

Diagnosis statements 
determined by ICD-10 (40T)

Principal diagnosis and up to nine additional diagnoses

Detailed statements about 
prescriptions (60T)

Specification of prescription claims including the following: name of drug, date filled, days 
of supply, quantity dispensed, and price of each drug, etc.

Health checkup 
DB

General health checkup and health care turning point checkup questionnaire: past medical 
history, current medications, and lifestyle habits, such as drinking, smoking, exercise, 
and diet. In addition, we can collect information on anthropometric measurements, such 
as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and blood pressure. Furthermore, several basic labo-
ratory tests are performed in this health check-up program, including the following: uri-
nalysis, hemoglobin, fasting glucose, lipid parameter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reatinine, 
liver enzymes, hepatitis virus status, and simple chest radiograph, etc.

Medical 
institution DB

Classification of the institution, location, number of medical doctor, specialist, nurse and 
pharmacist, number of beds, operation room, emergency room, adult/neonatal ICU, etc.

DB, database;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U, intensive care unit.

전 국민 대상 맞춤형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전 일종의 시

범 연구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버전 2가 구축되었는데, 이는 2002년 대신 2006년 

자격 유지자로 100만 명 대상이 변경되었고, 추적 관찰을 

2015년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2002년까지 과거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장기 추적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표본 

코호트에는 통계청 사망 사유 정보가 있어 특정 사망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 외 내과 관련된 코호트는 2002-2003년 자

격 유지자들 중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10% 

(51만 명)를 추출한 건강검진 코호트와 2002년 만 60세 이상 

자격 유지자들 중 10% (55만 명)를 추출한 노인 코호트 자료

를 들 수 있다.

연구 설계에 따른 자료 선택과 한계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상 연구 전 설계 단계에서 

연구 유형과 목적에 맞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자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연구 

설계는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이다. 두 연구의 차

이점은 임상 결과 발생 시점이 어디에 있는가인데, 후시점에

서 질병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나눈 뒤 과거에 위험인자 노

출력을 확인하는 것이 환자 대조군 연구이며, 치료 등의 중

재 여부에 따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선시점에서 위험인

자 또는 중재 노출력에 따라 중재군과 비중재군을 구분하고 

두 군 간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코호트 연구

이다. 연구 설계별로 맞춤형 자료 또는 표본 코호트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병률이 비교적 높은 질환은 임의 추출된 

표본 코호트 자료만으로도 대부분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어 추천되며 자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집단 설정 등의 

운용과 분석이 매우 자유롭다. 반면에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낮은 질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자료를 신청하

는 것이 유리하다. 맞춤형 자료의 경우 연구 목적에 맞도록 

환자 대조군 또는 중재 여부에 따른 코호트의 집단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중재 여부에 따라 

중재군을 특정 집단으로 규정하고 비교를 위한 비중재군을 

설정할 때는 논문 투고 시 흔히 지적되는 선택 비뚤림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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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중재군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대상을 인위

적으로 선정하는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

다[2]. 이 외에도 연구 설계 유형 중 비교적 간단한 단면 연구

(cross-sectional study)는 표본을 추출하여 관심 질환의 발병 

여부와 위험요인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으로 초보 연구자

가 시행하기에 적절하다. 

건강보험 자료의 단점은 의무기록과 달리 상세한 임상 정

보가 없으며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시차별 의료 행위

의 구분도 어렵다. 예로써 입원 기간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

한 천공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묶음 단위로 청구되므로 다른 

원인의 천공으로 수술을 받고 대장내시경을 확인한 것과 구

분이 어렵다. 또한 새로운 시술이나 미용 등의 비급여 진료

는 포함하지 않고 자비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합당한 자료 추출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적합한 연구 주

제를 설계해야 한다. 예로써 Helicobacter pylori 균 관련 연구

는 검사 여부는 코드로 알 수 있으나 감염이나 제균 성공 치

료 결과는 알 수 없어 Helicobacter pylori 감염률이나 제균율

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자료로는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제

한된 건강보험 자료 변수로부터 완벽하게 질환을 조작적으

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전 연구를 통해 필요한 질환

의 조작적 정의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회 기반의 

인증된 질환별 조작적 정의를 마련한 후 이를 각 기관의 의

무기록과 대조하여 조작적 정의의 정확도를 검증하거나, 질

환별 코호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연구 내용이 공익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

하면 자료 제공 심의 과정에서 승인 받기가 어렵다. 두 번째

는 연구 대상을 적절히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코드

를 이용한 조작적 정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건

을 정확히 만족하는 연구 대상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표본 자료나 인구집단 전체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후자의 경

우 정교하게 설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코호트 등으로 구

분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규모가 작은 검증된 의무기록 등을 

통해 타당성 또는 재현성을 입증해야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위의 기본 자료들에 더하여 다양한 자료

원을 연계한다면 경제사회적 의미나 정책 활용 측면에서 연

구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로써 대장암 검진 연령 이슈

에 있어 40대나 80대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자료, 국가 

암 검진 자료, 자격 및 요양기관 자료에 암 등록 자료를 연계

하여 부수적인 진료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파

생되는 많은 추가 결과를 얻게 된다. 네 번째로 고려할 점은 

코딩으로 진행되는 빅데이터 분석이 올바른 결과인지 단계

별 점검이 필요하므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 같은 

적정한 참고치를 활용하여 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

이 중요하다. 행정적인 고려사항으로 NHID는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http://nhiss.nhis.or.kr)를 통해 연구계획서 및 연구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또는 

심의 면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최근에는 많은 수요로 인하여 신청 후 

자료를 받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고려 대상이

다. 따라서 빅데이터 연구에는 팀 구성이 필요하여 임상 연

구자, 자료 분석 연구원과 통계 전문가가 최소 팀 단위가 되

며 여기에 분석 경험이 많은 자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논문 작성

모든 논문과 같이 빅데이터 논문의 서론에도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기존의 소규모 연구로

는 결론을 얻기 어려운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장점인 빅데이

터를 이용한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기술한다. 연구 

방법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논문의 수준

을 결정하는 중요 근거가 되므로 이미 게재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건강보

험 자료는 전 국민의 97%가 가입되어 있고 대상자가 중복되

지 않으며 의료기관 이용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는 장점이 있다[3,4].

건보공단 자료는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http://nhiss.nhis.or.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 주소를 논문에 게시하

기도 한다. 자료를 신청하려면 위의 홈페이지에 연구자 등록 

과정을 거쳐 연구계획서 및 IRB 승인(또는 심의 면제) 확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자료 제공 여부는 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제공이 결정된 연구에 대해서

는 표본 연구 자료의 경우 원격 연구 포털을 통해, 맞춤형 

연구 자료의 경우는 원주 본부와 각 도별 분석 센터를 통해 



－정현수 외 2인.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상 연구－

- 467 -

접근과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현재 3천 건을 초과하였고 

이를 활용한 논문 수는 2018년까지 SCI급 476편을 포함하여 

616편으로 급증 추세이다. 대부분 빅데이터 논문에 들어가는 

표준 코호트 자료와 일반 건강검진 자료의 코호트 소개 논문은 

국제역학회지에 2편이 실렸으며 이들을 인용하면 국내 자료의 

신뢰성을 대신할 수 있어 추천한다[5,6]. 이들 두 논문은 국제역

학회지에서 2018년에 가장 많이 인용될 정도로 인용지수가 

높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빅데이터 연구의 가

장 중요한 부분이며 여기에 오류나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

후 분석 결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 환자를 선

정한 기준으로 실 병원 자료를 이용하여 식별 코드나 알고리

즘을 검증하는 것은 빅데이터 관찰 연구의 신뢰성 입증에 필

수적이다[7,8]. 이미 발표된 논문에서 연구 대상 환자의 선정 

기준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면 추가적인 검증 작업 없이 참고

문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증한 집단에서 조작적 

정의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같이 제시하거나 기존에 질환

별로 제시된 검증된 기준을 인용하면 신뢰성을 더할 수 있

다[9]. 만약 이전에 인정된 기준이 없어 새롭게 선정기준을 

정의해야 한다면 많은 연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위험 요인에 노

출 여부, 임상 결과, 시술 또는 수술의 시행, 투약 등을 정의

하는 방법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이 

재발한 경우는 어떤 코드로 확인하였는지, 흡연은 어떻게 정

의하였는지, 추적 관찰 중에 수술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확

인하였는지 등이다. 결과에서는 연구에서 의도하였던 목적

에 맞추어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빅데이터의 장점인 분석 

대상자 수가 많은 점, 추적 관찰 기간이 긴 점 그리고 세계 

유일의 독창성 있는 코호트 구축 등을 명확히 표현하면 좋

다. 특히 자료에서 처음 추출한 전체 환자 중에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대상자 선정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흐름도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10]. 연구 방법에 있어 건강

보험 빅데이터는 무작위 배정을 통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따

라서 후향 자료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혼란 변수 

보정이나 다변량 회귀분석, propensity score analysis 등의 분

석 기법을 흔히 이용하게 된다[11].

고찰에서는 분석 결과의 가치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

할 필요가 있다. NHID는 특정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

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제한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

는 것이 좋다. 흔한 오류들로는 진단명 입력이나 완전한 조

작적 정의에 기인한 대상자 선정과 결과 판정이 부정확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연구에 필요한 변수가 누락되거나 분석에 

필수적인 주요 임상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암 환자의 경우 암의 병기와 병리 결과는 알 수 없다. 

누락된 자료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혼란 변수일 경우에

는 큰 제한점이 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12]. 

기본적으로 NHID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지만 상

황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 

이용 대상자만의 자료를 분석하므로 발생률 같은 실제 질병

양상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논문 심사 지적 사항에는 빅

데이터 연구의 제한점 자체가 많으므로 다양한 관련 논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의 제한점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

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신 연구 동향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는 가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주

제에 맞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임상 연구 유

형은 첫째,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나 역학 연구, 둘

째,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 셋째, 코호트 연구

(cohort study)를 들 수 있다. 역학 연구의 예로 대한소화기학

회 빅데이터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 진단 및 치

료 대장내시경 건수가 10배 이상 급속도로 늘었고 특히, 대

장 폴립 절제 치료 내시경 건수가 주로 1차 기관에서 증가함

을 보고하였다[13]. 단순한 역학 단면 연구라도 새로운 시각

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제라면 영향력이 큰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장애인 여성에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 참여율에 차이를 보인

다는 내용이 임상암학회지에 게재되었다[14]. 두 번째 유형

으로 환자-대조군 연구가 흔한데 최근 본 연구회에서 일정기

간 대장암이 발생한 환자와 암이 없는 대조군에서 이전의 과

거 예방 인자로서 대변 잠혈 검사나 대장내시경에 노출 여부

를 오즈비로 평가하여 대장암 환자에서 과거 검진 시행 여부

가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세 번째 유

형인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과거 기간에 일정 조건에 해당되

는 인구집단 대표 일부를 설정하고 이후 위험 또는 예방 인

자에 대한 노출 여부에 따른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hazard 

ratio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인구기반 후향 코호트 연구의 한 

예로 대만의 Su 등[15]은 2001-2005년 사이 인구집단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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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만 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이들 중 C형 간염이 있는 

1만여 명과 간염이 없는 4만여 명의 대조군을 설정하고 2009년

까지 림프종의 발생을 추적하여 C형 간염군에서 림프종 발

생이 두 배 이상 높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유형의 조합도 가

능한데, 인구기반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Tsai 등[16]은 1998년에서 2011년 사이 100만 명을 대

표 집단으로 설정하고 간경변이 있는 연구 대상을 추출하였

다. 이후 간성뇌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을 1:1로 

환자-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추적 기간 동안 간성뇌증 발병군

에서 중성자펌프 산분비억제제의 복용 기간이 길었고 복용 

기간이 길수록 간성뇌증 발병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인구집단 전체의 자료를 포함하

므로 제한된 자료로는 결론짓기 어려운 미충족 연구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 예로써 대장암 검진의 시작 연령은 전 세계

적으로 대부분 45-50세, 종료 연령은 75-80세로 권고하고 있

지만 실상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대개는 대변 잠

혈 검사의 무작위 비교 연구가 45-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

장암 발생이 이 시기에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검진의 종료 

시기는 기대 여명이 10년 전후 남았거나 대상자의 질환력 등 

신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40대에서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이 대장암 발생이나 사망을 

줄인다는 후향 코호트 분석이나 80세 이상에서 이차 예방인 

대장내시경 폴립 절제를 통한 생존 향상 등의 이득 등에 대

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대장암 검진의 대상 연령을 결정

하는 실증 근거를 국내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보험 빅데이터 연구는 인과관계보다는 연관성 분석에 국한

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 빅데이터의 분석 시점을 고려

한 인과관계 분석 연구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국내 심방

세동 환자에서 기존의 와파린 치료군과 endoxaban 치료군의 

아군 분석을 통하여 허혈성 뇌졸증, 사망 등의 임상 결과를 

분석한 논문이 미국심장학회지 저널에 실리기도 하였다[17]. 

이 연구를 통해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회지 게재와 연구회 

등의 검증을 거친 질환 코호트가 구축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들로 연결되어 해당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

는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18].

최근 나타난 흥미로운 빅데이터 연구 영역의 하나는 변동

성 분석이다. 즉 일정 기간의 측정치 변화량을 토대로 대상

군을 구분하여 사망과 주요 질환의 임상 결과를 hazard ratio

로 제시하는 연구이다. 예로써 국내에서 Kim 등[19]이 콜레

스테롤 변동성에 따라 향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

도가 증가하는 것을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 역시 

변동성 변수 영역을 개척하여 콜레스테롤 이 외에도 혈압, 

혈당,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변동성이 심혈관 질

환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후속 연구 결과를 이

끌었다[20,21]. 향후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의 방

향을 가늠해 보자면 우선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가 기반의 

전 국민 자료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인

류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

들의 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직 국내 미개척 

분야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평가나 후향적 의료 비용

-효과 분석, 빅데이터를 토대로 얻은 시험 분석 결과를 실제 

의료기관에서 검증하는 공공-민간 또는 국가간 연계, 최근 

각광받는 deep learning 기반 모델링,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

료기기 등 산학연 헬스케어 융합 연구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 중 일부는 이미 일상

생활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빠르게 응용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근거 중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발전에 힘

입어 임상전문가의 경험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해 주리

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는 기존의 의료 패

러다임을 전환시켜 진정한 맞춤 의학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

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

터 수집과 활용을 통한 연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 이

는 질적 제한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

터 연구 결과를 의료 행위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극복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또한 향후 적절한 기술 보완이 이뤄

지기까지는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과학적 신뢰와 결과 도출 

시 합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임상의료 전문가의 개입과 해

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건 의료 빅데이터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학 및 통계 전문가, 임상 연구자로 

팀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정기 모임을 통해 연구설계부터 전

문가 자문과 팀 구성원 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

러 국민 전체 또는 인류를 위한다는 소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국민을 대표하는 이익단체, 정책입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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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과 협력을 통해 사회를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려는 

하나의 시각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심에서 공익 연구를 주도

하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연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

다. 연구자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법과 제도 개선, 

기술적 행정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익 연구 

결과물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때마침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인 심평원,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

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보건 의료 빅데

이터 R&D와 공익연구 활성화 연구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점은 연구자에게 좋은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의 바람직한 빅데이터 임상 연구는 국가 연구비를 기

초로 학회 또는 연구회가 주도로 공익 연구안을 이론적으로 

고안하고 제시하고 다양한 정부 연구 인력의 자문이나 협력

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는 공동 연구 협력으로 더 큰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복잡하고 방대

한 자료의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공익기반의 연

구로 실제 국민에게 도움되는 연구 방향을 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클라우드 구축, 

원격서비스 계정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연

구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관련 연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이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익 목적의 자료 활용으로 

전 국민 건강 수준이 향상되어 결국 자료 제공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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