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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진단, 치료,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빅데
이터로서 잠재적 가치와 활용성이 높으며,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혁
신적인 제품개발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 3대 신산업으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선정하
였습니다. 이 중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구축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데이터
를 활용한 혁신의료기기와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부는 개인 유전체 데이터, 진료·임상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밀의료 실현을 통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연평균 6.2%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 재정사업들을
데이터 수집·구축,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으로 구분하여 재정투자 현황과 주요 쟁점
들을 살펴보고 사업개선 방향, 제도적 보완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창출과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가지
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
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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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분석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 진단, 치료, 의료기기 및 의약품개발 등에 핵심적으
로 활용되면서 산업적 가치가 크게 증가
◦ 국내외 보건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
❑ 정부는 혁신성장 신산업(BIG3)1)중의 하나로 바이오헬스를 선정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활용 등의 재정사업 확대에 주력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와 제품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
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
[데이터 3법 개정 후 개인정보 융합의 분야별 유용성]
(단위: %)

조사

의료

금융

항목

분야

분야

일반국민

87.6

75.3

전문가

93.3

93.0

유통

지역

산림/

예술

레저

분야

분야

지원
분야

74.9

69.5

66.5

69.1

67.8

67.0

65.9

68.5

통신

경제

환경

분야

분야

지원
분야

분야

79.7

83.1

81.7

79.3

91.5

88.9

89.3

78.5

소비
분야

중소

문화

교통

기업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 2020.6.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정부 재정사업 확대를 고
려하여 주요 현황에 대한 분석과 쟁점 검토 필요
1) 혁신성장 신산업(BIG3)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이다.

요 약 ∙1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 현황분석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 정부 정책 현황과 부처별 ․
유형별 재정사업 조사
❑ 쟁점 분석에서는 크게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관점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의 체계성, 적절성 등 검토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 분
I. 분석 개요

Ⅱ. 보건의료 데이터

주요 분석 내용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분석의 구성 및 방법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및 재정사업 현황

재정사업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정부 정책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내용


‐ 부처 간 사업은 차별성 ․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분석

‐ 표준화 정책의 부처간 역할분담이 체계적인가?

보건의료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성 및 적절성

데이터

‐ 가명정보 활용 지원은 체계적인가?

정보보호

‐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체계는 적절한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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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의 효과성
‐ 정부의 데이터 수집 ․ 구축 체계는 효과적인가?

III. 주요
쟁점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의 유사 ․ 중복성 및 연계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및 R&D사업 성과의 효과성
‐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지원 성과는 적절한가?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성과는 적절한가?

Ⅱ.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현황
1.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
❑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개인별 진료 ․ 처방, 의료영상자료 등의 ‘진료 데이터’, ‘보건의료 공공기관
데이터’, 개인별 ‘유전체 정보’, ‘임상연구 데이터’, ‘의료기기 기반 데이터’,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 ‘오믹스(omics) 데이터’, 개인 건강정보 등
❑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산영역 측면에서 보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
◦ 공공영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
의 진료내역 ․ 건강정보 ․ 암데이터 등, 민간영역은 의료기관의 임상 ․ 진료 정보 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보건의료 데이터 비교(예시)]
구 분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 공
영 역

데이터 구축 내용

보험자격 및 보험료(연령, 성별, 보험료 등급 등),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 사망정보, 암정보 등
명세서일반정보(보험종별, 성별, 연령, 지역, 진료과목 등),
진료내역, 원외처방전 내역 등

국립암센터

암 환자 등록정보(성별, 나이, 질병명 등) 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감염DB 등
암종별레지스트리(성명, 나이, 성별, 진단정보, 검체검사,

국립암센터

수술정보, 항암정보, 재발 및 전이 정보, 환자상태 등),
생체데이터(종양은행데이터, 유전체데이터) 등

민 간

병원

병원진료기록(혈액 및 임상정보), 생활 ․ 환경정보

영 역

분석기업

유전체 정보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데이터는 수집과 처리 비용이 높고, 비정형 관측 및 측정 데이터
가 많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영역별 ․ 보유기관별로 분절

요 약 ∙3

[공공과 민간 영역의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와 분절]

자료: 강희정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1.

2. 보건의료 데이터의 정책 및 재정사업 현황
가. 보건의료 데이터 정부 정책 현황
❑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개방 ․ 공유를 강화
◦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 정비,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제들을 다양하게 추진 중
◦ 한국형 정밀의료 모델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확산,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플랫
폼 구축 및 공유 ․ 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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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주요 정부 정책 현황]
일시

자료명

관련 내용

(1) 헬스케어서비스
2018.2.

｢바이오 ․ 헬스산업



서비스 실증사업, 바이오-이업종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발전 전략｣

(2) 스마트 의료기기


2019.5.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과제1)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 활용

혁신전략｣

(과제3)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2020.1.

바이오데이터 활용 표준 플랫폼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메디컬 핵심인재 양성

(전략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략3) 시장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 제도 선진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개방 확대,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도 도입

2020.1.

｢바이오헬스 핵심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

규제 개선방안｣



VR, AR 의료기기 품목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현황
❑

2021년 예산 기준으로 8개 부처 ․ 청 41개 세부사업에 전년 추경 대비
15.8%(1,162억원) 증가한 8,494억원 규모

◦ 부처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73억원, 보건복지부 1,981억원, 산업통상자
원부 1,279억원, 질병관리청 256억원, 해양수산부 85억원, 산림청 67억원, 환
경부 35억원, 농촌진흥청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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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세부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2020년

증감

세부

2019년

2021년

사업수

결산

예산

추경(A)

예산(B)

(B-A)

(B-A)/A

합 계

41

227,862

393,873

733,222

849,419

116,197

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80,195

133,146

460,846

477,347

16,501

3.6

보건복지부

21

94,841

153,647

165,296

198,093

32,797

19.8

산업통상자원부

8

27,755

80,898

80,898

127,859

46,961

58.0

질병관리청

6

20,141

19,782

19,782

25,578

5,796

29.3

해양수산부

2

4,930

6,400

6,400

8,472

2,072

32.4

산림청

2

0

0

0

6,684

6,684

순증

환경부

1

0

0

0

3,486

3,486

순증

농촌진흥청

1

0

0

0

1,900

1,900

순증

주: 세부사업수는 2021년 기준이며 중복사업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유형별로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 4,624억원, 보건의료 데이터 표
준화 ․ 정보보호 사업 282억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 3,588억원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p)

부처명
합 계
수집 ․ 구축
표준화 ․
정보보호
활 용

세부
사업수

2020년
예산

추경(A)

증 감

2021년
예산(B)

(B-A)

(B-A)/A

41

227,862

393,873

733,222

849,419

116,197

15.8

14

101,113

136,410

455,310

462,415

7,105

1.6

(34.1)

(44.4)

(34.6)

(62.1)

(54.4)

(△7.7)

-

5

19,355

29,561

35,210

28,188

△7,022

△19.9

(12.2)

(8.5)

(7.5)

(4.8)

(3.3)

(△1.5)

-

22

107,394

227,902

242,702

358,816

116,114

47.8

(56.1)

(47.1)

(57.9)

(33.1)

(42.2)

(9.1)

-

주: ( )는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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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

Ⅲ. 주요 쟁점 분석
1.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 체계
❑ 바이오 데이터 통합수집 ․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제도 마련 필요
◦ 바이오산업은 다양한 유전체정보, 의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한 신약 ․ 의료기기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가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 주
요국과 기업들은 다량의 유전체정보 수집과 산업적 활용에 노력
◦ 우리 정부도 바이오 데이터 수집․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소재 ․ 부품 ․ 장비의 국산화, 신약 ․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 중이
며, 바이오R&D사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
터 스테이션’에 수집 ․ 구축하여 통합관리할 계획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바이오소재데이터플랫폼’, ‘다부처 국
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유
사 사업들이 데이터 관리와 활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개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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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제도 마련과 바이오데이터 수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필요
－ 바이오 데이터 수집 ․ 관리 표준지침,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범부처 등록 표준안 등의 효과적인 범부처 관리제도 검토 필요
－ ‘개인 보건의료정보의 악용(58.2%)’, ‘연구개발성과와 이익의 기업 편중
(51.8%)’ 등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 필요
❑ 공공 ․ 민간 암 데이터의 통합 수집 ․ 관리 체계 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정보를 연계하
는 ‘국가암빅데이터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
공 ․ 민간 암 임상데이터의 수집 ․ 연계 ․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암 빅데이터 플
랫폼’을 추진 중
◦ 보건복지부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암 빅데이터 플
랫폼 구축 사업 간 효과적인 암 데이터 통합 수집 ․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수집 대상이 공공과 민간 데이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임상데이터
구축대상 암 종별이 일부 중첩되며, 암 환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검진
및 진료정보 등의 데이터 셋이 유사하다는 점 검토 필요
[암 데이터 수집 ․ 구축 대상 종별 비교]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주관기관 : 국립암센터
유방검진영상 : 1만 case



유전체NGS : ’20년 10개 기관(누적)




암 공공데이터 1,000만명
임상데이터 구축 및 계획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공통으로 축적하는 3개 암종(유방암, 폐암,


‐ ’19년 3개 암종 :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 ’20년 5개 암종 : 대장암, 폐암, 간암, 방광암,

‐ ’20년 3개 암종 : 폐암, 대장암, 신장암
‐ ’21년 4개 암종 : 위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소아청소년암, 자궁경부암, 골연부종양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https://www.cancerdata.kr/)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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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의 임상데이터 표준화 완료
임상데이터 구축 및 계획

‐ ’19년 3개 암종 : 신장암, 췌장암, 위암

췌담도암

‐ ’21년 6개 암종 : 구강암, 유방암, 전립선암


주관기관 : 국립암센터
(표준화) 국립암센터 포함 11개 병원이



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www.cancerportal.kr)

나. 헬스케어 및 임상․진료 데이터 수집․공유 체계
❑ 개인 주도형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 공유 체계 검토
◦ 헬스케어는 의료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서
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밀의료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헬
스케어 데이터 구축이 필요
－ 미국은 ‘정밀의료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백만 명이상의 코호트2)를 구
축 중이며, 영국은 50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
－ 이러한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의 구축은 개인 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의료데이터의 확인 ․ 제공 체계에 기반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개인 주도의 자발적인 의료데이터 수집 ․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재정사업과 법 ․ 제도개선을 추진 중
－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개인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 ․ 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의 자기결
정권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3) 사업 등을 추진 중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례 -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As-Is

To-Be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환자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 응급의료 상황 등 필요시 신속 정확한

환자정보(정보 연계 불가)

환자 상태 파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5.16.
2) 코호트(cohort)란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3)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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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관련 법 ․ 제
도 개선과 효과적인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의료법｣ 제21조의 의료데이터의 소유권과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의료데이터 생성 및 보관 주체의 상충 문제의 해소가 필요
－ 개인 의료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기존의 치료 ․ 의료기관 중심에서 예방․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
응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
료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음
❑ 의료기관 임상․진료 데이터 수집 ․ 공유 사업 개선 필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방대한 임상 ․ 진료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데이터
를 기관별로 보유하고 데이터의 공유 ․ 활용은 다소 미흡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제공 비율은 45.3%에 수준이고, 진료정보 제공 방
법도 전화(57.5%), 팩스(47.4%), 이메일(11.7%) 등의 순
◦ 정부는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임상 ․ 진료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도모하고
자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진료정보교류 사업’, ‘공통데이터
모델(CDM)4) 개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5) 인증제’ 등을 추진
◦ 정부의 의료기관 데이터 수집 ․ 공유 사업이 대형 병원의 정보시스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유한 임상 ․ 진료 데이터가 다양한 의료연구목적으로 활용되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대표적인 재정사업인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
과, 대형 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에 집중된 측면이 있
어 사업관리 개선 필요

4) 공통 데이터 모델(CDM, Common Data Model)이란 각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다른 구조의 의료 데
이터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구조와 규격의 데이터 모델이다.
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
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10 ∙ 요 약

다.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체계
❑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계획 필요
◦ 보건의료 데이터가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보급 등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공통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 체계가 필요
◦ 대부분의 주요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정보 표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국가 단위 정책하에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총괄기관을 중심
으로 데이터 표준 적용, 인증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특징

[주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활성화 추진 현황]
구 분

주도기관

추진 목표

미 국

ONC

국가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수립

캐나다

Health Infoway

의료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의료서비스 질향상

EuroRec

EHR시스템 인증, EU내 EHR 시스템 도입

유 럽

호 주

COCIR
NEHTA
후생노동성

일 본
JAHIS

유럽의 의료영상, 전자의료, 헬스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정보 교류
범 국가적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 기술의 우선과제
도출 ․ 추진
보건의료정보 분야 표준 채택 및 제정,
의료정보표준 관련 사업 추진
보건의료복지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술 향상,
품질 및 안전성 확보, 표준화 추진

자료: 경북대학교, ｢보건의료정보표준 발전방향 연구｣, 2014.12.

◦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정책과 사업은 중장기 로드맵이 없이 각
부처별 추진되는 측면이 있어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표준화 계획 수립, 범부
처 표준화 기구를 통한 부처 ․ 사업간 연계 강화 등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활동은 보건복지부, 국가기술표준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
요 약 ∙ 11

❑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를 위한 면밀한 인증 제도운영 필요
◦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으로 의료정보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개발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
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건수가 대형병원에 비해 소규모 의원급 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전자의무기록 인증 심사 건수 확대를 고려하여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
원 양성과 인증 제도의 면밀한 관리 ․ 감독 필요

라. 소결
◦ 정부는 효과적인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 ․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 수집 표준 지침 등의 범부처 공통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
◦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개인 정보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방대한 임상 ․ 진료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어 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이 필요
◦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공통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 체계를 위한 국가 의료정보 표준화 계획, 전자의무기록(EMR) 시
스템 표준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원활한 안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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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가.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지원 체계
❑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 마련
◦ 데이터 3법6)의 개정 ․ 시행으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통
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와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개인정보 가명처리 후 활용 가능 대상]
구 분

주요 내용


통계작성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과학적 연구
공익적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기록보존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9.

◦ 보건의료 데이터는 가명처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의
결합이나 다양한 추론기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될 우려가 있어 보건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는 매우 엄밀한 적정성 평가가 수반될 필요
－ 소규모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
한 법령 ․ 제도 교육지원과 가명정보 적정성 평가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

6)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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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행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

개인정보
구 분

처리절차
복잡

직원
규모

전문인력

법률의

부족

이해

기술적
전문성

예산부족

기 타

부족

전 체

49.0

27.4

27.1

20.2

20.0

14.4

5~49명

50.7

33.8

30.1

17.0

19.3

12.3

50~299명

45.1

23.3

25.7

22.2

21.2

17.1

300명 이상

50.0

20.1

23.1

23.9

19.9

1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안전부,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20.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정부는 공공 ․ 민간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데이
터 결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분석 ․ 활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은 16.4%, 민간기업
은 7.9%로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7.5%,
민간기업이 2.5%로 민간의 데이터 활용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
－ 보건의료 데이터의 영리목적 활용과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일반인
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 시도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
◦ 정부는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간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가명처리 방식,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 보유자의 면책범위,
갈등조정 절차, 피해 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근로정보, 개인영상
정보 등 다양하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7)

7)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종합 병원의 데이터 생산량은 하루 약 37만 건의 의무기록, 한해
약 2백만 건의 영상진단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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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8)’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9)’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ISMS-P)10)’ 등의 인증 획득은 미흡

[유형별 인증서 유지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관

ISMS

415

470

517

601

677

720

60

PIMS

41

63

71

76

35

24

-

-

-

-

-

43

86

1

ISMS-P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형 의료기관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체계(ISMS-P) 획득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

다. 소결
◦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와 다각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를 겸비할 필요
◦ 상급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 ․ 보
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관리외에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준을 유지할 필요

8)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 관리 ․ 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여 인
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9) 정보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 지속적으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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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활용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
폼 등을 통해 공공 ․ 민간분야 보건의료 데이터를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자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https://hcdl.mohw.go.kr/BD/Portal/Enterprise/DefaultPage.bzr?)

◦ 보건의료분야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실적은 낮은 원인은 민감정보라는 특성
으로 인해 타 분야에 비해 데이터의 접근성, 활용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으
로 보여지나, 데이터 수요와 품질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 필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영역별 평균점수 : 관리체계 67.8점, 개방
65.8점, 활용 50.9점, 품질 58.4점
◦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질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제조업체, 의료기
관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제공 건수는 2020년 3만 2,008건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는 164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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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R&D사업 사업화 현황
❑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
◦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진료 ․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 정부는 2016년 8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 분야를 선정하여 현
재까지 R&D과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과제 지원 중

[정밀의료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

◦ 2017년부터 정밀의료 분야 국가R&D과제 지원이 확대되어 2018년 누적 기
준으로 75개 R&D과제에 431억원의 연구비가 투자

[정밀의료분야 국가R&D과제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5~’18 누적

과제수

1

9

28

37

75

연구비

700

2,665

10,073

29,691

43,129

주: 국가R&D과제명 중 “정밀의료” 단어의 유사일치 검색방식으로 분석
자료: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re.kr) R&D투자현황분석

◦ 혁신성장동력사업 정밀의료 기술개발 과제를 살펴본 결과, 대규모 건강 ․ 임
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 구축, 분석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사업화 성과
창출 단계에서 관련 재정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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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의료 기반 암 치료제 개발은 치료제 적응증 확대, 신약 허가신청 진행
중이며,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은 국내 병원보급과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해외 수출 진행 중이나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필요
❑ 혁신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사업화 성과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중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 ․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
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최근 허가 ․ 인증 ․ 신고 증가
[첨단의료기기(인공지능) 허가 ․ 인증 ․ 신고 현황(2020년 11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2017

인공지능

2018

-

2019

4

2020.11

10

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는 혁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절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혁신의료기기의 대한 보험급여 적용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사항 검토 필요
－ 의료산업계에서는 개발된 혁신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사용을 촉진하고
개발업체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신개발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제도개선 전후 비교]
기 존

개 선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기기 인 ․ 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20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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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닥터앤서 2.0 개발’은 기존의 ‘닥터1.0 개발’ 사업의 성과
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SW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1~2024년 간 국비 280억원을 투자하여 ‘닥터앤서 2.0’사업으
로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 개발 ․ 실증을 추진할 계획
－ 현재까지 닥터앤서 1.0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21개 중 의료기기 인허
가가 완료된 SW는 4개, 비의료기기 SW 7개,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및
시제품 개발 중인 SW 10개가 있음
[닥터앤서 1.0 추진 사업단 개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닥터앤서 2.0 개발’은 민간에서 개발이 어렵거나, 수익성이 저조한 사각지대
중심으로 과제 기획을 추진하여 민간 R&D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유의
－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및 진단 솔루션은 민간에서 의료기관과
ICT기업이 공동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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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 보건의료 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데이터 수집 계획단계에서 연구자 및 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실질
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요분석과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
◦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혁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혁신의료기기 개발의 뚜렷한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R&D에서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사항을 검토할 필요

Ⅳ. 결론 및 시사점
◦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을 구축으로, 부처 사업 간 연계 ․ 조정, 성과분석,
표준화 촉진, 개인정보 침해 영향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
－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사업의 범부처 통합수집․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강화 필요
－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수집 ․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법 ․ 제도개선 필
요성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 필요
－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활동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별로
분산된 표준화 지원 기능 정비 필요
◦ 둘째,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개인의료정보를 보유
한 의료기관의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 획득을 권고
－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애로사항이 높으므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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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의료기관은 의료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외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은 미흡한 측면
이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확대를 권고
◦ 셋째, 정밀의료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의 지속
적인 점검 ․ 보완 필요
－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분석과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검토
－ 혁신의료기기 개발은 혁신성장동력 분야로서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화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마련한 사업화 지원제도의 미비점
이 없는지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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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분석 개요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한 다학제적 특징과 공공-민간의 협력
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요 기술 중에서 문제해결의 혁신수
단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미 빅데이터 기술은 전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
고 있으며 국내외 빅데이터 기술개발과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형 ․ 비정형 빅데이터로서 잠재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분야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법｣ 등의 데이터 3법1) 개정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와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가
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 진단, 치료,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되면서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유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료분야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빅데이터 산업 성장가능
성에서도 의료보건업이 2순위로 조사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 후 개인정보 융합의 분야별 유용성]
(단위: %)

조사

의료

금융

항목

분야

분야

유통
소비
분야

교통

통신

지역
경제

환경

분야

분야

지원

분야

분야

문화

산림/

예술

레저

분야

분야

중소
기업
지원
분야

일반국민

87.6

75.3

79.7

83.1

81.7

79.3

74.9

69.5

66.5

69.1

전문가

93.3

93.0

91.5

88.9

89.3

78.5

67.8

67.0

65.9

68.5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 2020.6.

1)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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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후 분야별 빅데이터 산업 성장가능성]
조사항목

산업 분야

기술/서비스

1순위

금융업

인공기능(AI)

2순위

의료보건업

빅데이터

3순위

시장조사 및 광고

고객맞춤 서비스

4순위

인터넷 / IT

플랫폼 서비스

5순위

서비스업

클라우드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 2020.6.

국내외 보건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 및 관리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보건의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빅데이터의 역할]

자료: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전스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빅데
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심포지엄, 2017.10.27.

정부는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으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선정하였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
성 방안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빅데이터, 정밀의료, 혁신의
료기기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주요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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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지
만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특화된 법적 ․ 제도적
한계,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기반 미흡, 보건의료 데이터의 산업
적 활용 한계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우
려도 아직 높은 상황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장기 로드맵 부재
‐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대응, 공공정책 혁신과 민관협력
기반 빅데이터 활용 전략 부재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 부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획 및 관리
체계 부재
‐ 소관부처의 책임있는 리더십 부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 부재
‐ 보건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정보보호 체계 미비

보건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 축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비해 연계 ․ 활용 근거 미비

법적 ․ 제도적 한계



데이터 연계를 통합 통합데이터의 개방 제한

자료: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전스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빅데
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심포지엄, 2017.10.27.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
한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실질적
인 성과창출,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본 보고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과 분석내
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현황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현황과 재정사업 규모를 조사하였다. 정부의 보건
의료 데이터 재정사업은 주요 목적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수집 ․ 구축,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 분석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에
관련한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
다.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재정사업은 정부 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언급된 사업이나
최근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의 개요와 내
용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바이오 데이터 수집 ․ 구축의 부처간 연계방
안, 암 데이터 범부처 수집관리 체계, 개인주도 데이터 수집 체계,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보호에 관한 재정사업 현황과 부처별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가명정보 도입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운영 현황, 민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서는 빅데이터 플래폼의 데이터 활용 현황, 정
밀의료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현황,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지원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앞서 검토한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내용과 문제점을 정
리하고 개선방안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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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 분
I. 분석 개요

Ⅱ. 보건의료 데이터

주요 분석 내용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분석의 구성 및 방법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및 재정사업 현황

재정사업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정부 정책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내용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III. 주요
쟁점
분석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의 유사 ․ 중복성 및 연계성
‐ 부처 간 사업은 차별성 ․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의 효과성
‐ 정부의 데이터 수집 ․ 구축 체계는 효과적인가?
‐ 표준화 정책의 부처간 역할분담이 체계적인가?

보건의료
데이터



‐ 가명정보 활용 지원은 체계적인가?

정보보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정책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체계는 적절한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및 R&D사업 성과의 효과성
‐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지원 성과는 적절한가?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성과는 적절한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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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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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서 ‘보건의료 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2). 그
리고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보건의료 데이터
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에 관한 모든 활동 자료라고 볼 수 있다3)
보건의료 데이터의 유형에는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진료 ․ 처방, 의
료영상자료 등의 ‘진료 데이터’,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지급 내역 등의 ‘보건의료 공
공기관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개인별 ‘유전체 정보’, 의약품 임상시험 데이
터 등의 ‘임상연구 데이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장치에서 수집되는 ‘의료기기
기반 데이터’,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 다양한 분자수준에서 생상되는 ‘오믹스
(omics)데이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이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산영역 측면에서 보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영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
터 등에서 생산되는 진료내역, 건강정보, 암 데이터 등이며, 민간영역은 의료기관의
진료 ․ 의료 정보 등이다.

2)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
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3)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술자료, 정부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
정보보다는 ‘보건의료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보건의료 정보 대신 보건의료 데
이터란 용어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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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유형별 구분]
구 분

주요 내용

진료 데이터
임상연구 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기 기반 데이터
오믹스(omics) 데이터

라이프로그(Lifelog) 데이터

앱 ․ 소셜 미디어 데이터

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기록 정보, 처방정보, 입/퇴원 기록,
의료영상자료 등 데이터
의약품 임상시험 데이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데이터, 유전
자 연구 데이터,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 조사관찰 연구
데이터, 개인정보를 직 ․ 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 데이터
자격 및 보험료 관련 데이터, 진료 내역, 건강검진결과,
사망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수집 ․ 보관 ․ 관리하는 데이터
의료기기 및 환자 모니터링 장치 기반 데이터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Proteome),
대사체(Metaolome), 후성유전체(Epigenome), 지질(lipidome)
등 다양한 분자수준에서 생성된 여러 데이터
대체로 웨어러블, 홈모니터링 장치, IoT,모바일 앱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한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관한 모든 데
이터(체중, 삼박수, 혈당, 몸무게, 식습관, 운동 습관, 약물
복용 여부, 행동과 정서에 대한 데이터 등으로 많은 사람들
이 스스로 건강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함)
건강 포털, 의사 포털, SNS에서 수집된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자료: 유소영, ｢헬스케어 빅데이터 딜레마와 해결 방안｣, 카카오 AI 리포트, 북바이북, 2018, p. 25,
권기은,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윤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p. 219 재인용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보건의료 데이터 비교(예시)]
구 분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 공
영 역

국립암센터

보험자격 및 보험료(연령, 성별, 보험료 등급 등),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 사망정보, 암정보 등
명세서일반정보(보험종별, 성별, 연령, 지역, 진료과목 등),
진료내역, 원외처방전 내역 등
암 환자 등록정보(성별, 나이, 질병명 등) 등

병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감염DB 등
암종별레지스트리(성명, 나이, 성별, 진단정보, 검체검사,
수술정보, 항암정보, 재발 및 전이 정보, 환자상태 등),
생체데이터(종양은행데이터, 유전체데이터) 등
병원진료기록(혈액 및 임상정보), 생활 ․ 환경정보

분석기업

유전체 정보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민 간
영 역

데이터 구축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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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및 재정사업 현황

가. 보건의료 데이터 정부 정책 현황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산업4)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유전체 분석과 ICT 기
술이 발전으로 개인별 정밀의료로 전환되고 있고, AI ․ 로봇 등의 도입으로 의료서
비스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에는 대
규모 보건의료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헬스케어 미래 발전 방향]
<과 거>
(의료지식)

<현 재>

증상기반

<미 래>

제한적 지식/패턴기반
➡

(의료행위)

직관적 의료

빅데이터/알고리즘기반
➡

표준적 의료(일반화)

정밀의료(개인맞춤)

자료: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019.5.22.

[바이오헬스 분야 빅데이터 유형]
구 분

생성 ․ 관리자

주요 내용

5)

개인유전정보 시퀀싱 업체 개인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1인당 약 30억개)를 수집한 데이터
개인건강정보 개인

IoT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수집되는 개인 정보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력 관리되는 정보

국민건강정보 공공기관

진료, 의료급여 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의 국민건강 관련 데이터

자료: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019.5.22.

4)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생명공학, 의 ․ 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
료 ․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자료: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019.5.22.)
5) DNA 시퀀싱(Sequencing)이란 생화학적 방법으로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사슬을 구성하는 염
기 A, T, G, C가 결합된 서열 순서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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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산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건강관리 서비스가 2023년
182억 달러로 예측되어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데이터 분석 시장이 연평균 37.6%
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시장 규모]
(단위: 천만 달러, %)

구 분

2013

2018

2023

연평균 성장률

건강관리

525

1,147

1,824

9.4

데이터 통합

27.3

146

346

21.3

데이터 분석

1.6

7

34

37.6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설명자료, 2020.11.3.

이에 글로벌 주요국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를 정비하고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데
이터 수집과 개방 ․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 정책 동향]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 과학재단(NSF) 등 연방기관들은 데이터 정책 ․ 규정
을 마련하여 시행 중

미 국

‐ NIH/ NSF는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연구 과제에 대해 데이터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
‐ NIH는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지정 데이터저장소 제출 제도화


자연환경연구위원회(NERC)구성으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6개의 연구
센터와 5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영 국

‐ 전문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데이터 관리〮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을 의무화
‐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일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 있는 제 3자에게 자국민 개인 데이터 제공 제한
게놈 의료 실현 추진 협의회 구성을 통해 3개의 바이오뱅크에 저장된 4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취합, 연구에 활용할 예정
‐ 암, 치매, 희귀 ․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바이오뱅크에 유전자 정보를 수집, 이에
기반해 `16년 이후 암 환자 대상 게놈진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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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자국에서 생성 ․ 수집한 데이터의 저장을 제한하고 해외



‘중국과학원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유방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공유,

전송 시 안전평가 통과를 의무화

중 국

관리를 위한 기본규정 마련
‐ 주체 책임의 명확화, 업무 메커니즘 명확화, 업무절차 규범화, 적용범위 규범화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설명자료, 2020.11.3.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수집되
고 활용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에서 보건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주요 정책들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7년에 수립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 분야 R&D 최상
위 법정계획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과제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연
구, 융합연구 확산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축, 의료 정보데이터 규제개선 및 표준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바이오정보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계획하
였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촉진을 위한 바이오인포매틱스 전문인력 양성6),
의료기관의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임상의과학자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2018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건강한
개인 및 질병 환자의 오믹스(omics)7) 정보를 비교 ․ 분석하고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개발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8)) 개발, 빅데이터 기반 신
․ 변종 감염병 예측 ․ 경보 시스템 및 확산방지 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8년에 ｢바이오 ․ 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데이터
활용 표준 플랫폼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바이오-이업종간 융합
6) 관련 사업으로 BK21 플러스(~’19),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유전체전문인력양성(~’21),
유전체 임상정보 분석 훈련센터, 임상유전학인증자격 국가공인전환(~’21) 등이 제시되었다.
7)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질체(proteome) 등 생물학적정보의 총체적인 해석에 관
여하는 학문체계
8) ‘Post’, ‘Precision’, ‘Personalize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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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 구축,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계획하여 바
이오헬스 산업육성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
획｣(2018.4.25.)에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정밀 진단 ․ 치료 지원 시스템 개
발, 국민 참여형 연구자원 DB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암 연구데이터 및
인프라 공유 ․ 개방, 국가R&D사업 연구결과물 활용 제도 정비 등의 추진을 계획하
였다.
2019년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전략 수립과 바이오 ․ 에너지 ․ 자동차 ․ 소재 등 4대 분야별 ‘산업데
이터 플랫폼’ 구축하여 공공 ․ 민간 데이터를 수집 ․ 공유하고 비즈니스 개발9)을 지원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등 10대 분야의 전략적 표준화를 계
획하는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10)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5.)11)을
수립했다. 동 혁신전략에 포함된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한 정책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약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제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
허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건강보험공단 ․ 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공공 의료 데이
터의 개방 ․ 활용 등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2020년에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
는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9)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 분야에 환자별 유전체정보, 임상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약물처방,
약물 부작용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 ․ 예측하여 2020년 13개, 2022년 25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
출한다는 것이다.
10) 생명공학, 의 ․ 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을 의미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 ․ 건강관리 서비
스업을 포함한다.
11) 동 사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
어 발전전략｣(2018.12)에서 제시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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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정책은 별도의 국가 단위 전략은
없지만,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바이오 산업육성계획 등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정밀의료 모델 구축,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확산,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출 지
원,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유 ․ 개방 등이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 현황]
일시

자료명

관련 내용

(1-3)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2017.9.

｢제3차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한국형 정밀의료 모델 구축, 바이오R&D빅데이터 구축

(2-2) 융합형 바이오 신산업 육성


의료데이터 규제개선,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바이오 인포매틱스 인력 양성 등

(3-3)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


바이오정보 통합 서비스 구축

(과제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2018.2.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의료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실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신 ․ 변종 감염병 예측 ․ 경보 시스템

(1) 헬스케어서비스
2018.2.

｢바이오 ․ 헬스산업
발전 전략｣



바이오데이터 활용 표준 플랫폼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바이오-이업종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2) 스마트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1-3) 예방 ․ 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2018.4.

｢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기본계획｣

(2-1)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 ․ 개방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암 데이터 공유 ․ 개방

(1-1) 시장 변화에 대응한 R&D투자전략 수립
2019.3.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3-1) 데이터플랫폼 ․ 표준화 ․ 실증 위주의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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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 전략적 표준화 추진

일시

자료명

관련 내용

(과제1)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2019.5.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 활용

(과제3)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바이오메디컬 핵심인재 양성

(전략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2020.1.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략3) 시장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 제도 선진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개방 확대,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
사제도 도입

2020.1.

｢바이오헬스 핵심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

규제 개선방안｣



VR, AR 의료기기 품목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현황
(1)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예산 규모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 분류를 위한 일반화된 정부 기준은 부재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 부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이 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➁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 정보보호, ➂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검토 결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 2,279억원,
2020년 추경 예산 기준 7,332억원에서 2021년 예산 기준으로 8개 부처 ․ 청 41개 세
부사업에 전년 추경 대비 15.8%(1,162억원) 증가한 8,494억원 규모이다.
2021년 예산 기준 부처별 규모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년 추경대
비 3.6%(165억원) 증가한 4,773억원(13개 사업), 보건복지부가 전년 추경 대비
19.8%(328억원) 증가한 1,981억원(21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년 추경 대비
58.0%(470억원) 증가한 1,279억원(7개 사업), 질병관리청은 전년 추경 대비
29.3%(58억원) 증가한 256억원(6개 사업), 해양수산부가 전년 추경 대비 32.4%(21
억원) 증가한 85억원(2개 사업)이다. 산림청 67억원(2개 사업), 환경부 35억원(1개
사업), 농촌진흥청 19억원(1개 사업)이 순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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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세부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2020년

2021년

증감

세부

2019년

사업수

결산

예산

추경(A)

예산(B)

(B-A)

(B-A)/A

합 계

41

227,862

393,873

733,222

849,419

116,197

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80,195

133,146

460,846

477,347

16,501

3.6

보건복지부

21

94,841

153,647

165,296

198,093

32,797

19.8

산업통상자원부

8

27,755

80,898

80,898

127,859

46,961

58.0

질병관리청

6

20,141

19,782

19,782

25,578

5,796

29.3

해양수산부

2

4,930

6,400

6,400

8,472

2,072

32.4

산림청

2

0

0

0

6,684

6,684

순증

환경부

1

0

0

0

3,486

3,486

순증

농촌진흥청

1

0

0

0

1,900

1,900

순증

주: 세부사업수는 2021년 기준이며 중복사업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부사업 유형별 2021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은 전년 추경 대비 1.6%(71억원)가 증가한 4,624억원,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
정보보호 사업은 전년 추경 대비 19.9%(△70억원)가 감소한 282억원, 보건의료 데
이터 활용 사업은 전년 추경 대비 47.8%(1,161억원)가 증가한 3,588억원이다.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 비중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이 2019년 결산
기준 44.4%에서 2020년 추경 기준 62.1%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 예산 기준
54.4%으로 감소했다. 표준화 ․ 정보보호 사업은 2019년 8.5%에서 2020년 추경 기준
4.8%, 2021년 3.3%으로 감소했다. 데이터 활용 사업은 2019년 47.1%에서 2020년
추경 기준 33.1%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42.2%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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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p)

2020년

2019년

사업수

결산

예산

41

227,862

393,873

733,222

849,419 116,197

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58,185

84,373

403,273

393,289 △9,984

△2.5

질병관리청

6

20,141

19,782

19,782

25,578

5,796

29.3

보건복지부

3

10,588

15,308

15,308

18,221

2,913

19.0

산업통상자원부

4

7,269

13,047

13,047

15,007

1,960

15.0

수집 ․

해양수산부

1

4,930

3,900

3,900

3,534

△366

△9.4

구축

환경부

1

-

-

-

3,486

3,486

순증

농촌진흥청

1

-

-

-

1,900

1,900

순증

산림청

1

-

-

-

1,400

1,400

순증

14

101,113

136,410

455,310

462,415

7,105

1.6

(34.1)

(44.4)

(34.6)

(62.1)

(54.4) (△7.7)

-

5

14,309

23,273

28,922

23,208 △5,714

△19.8

1

5,046

6,288

6,288

4,980 △1,308

△20.8

5

19,355

29,561

35,210

28,188 △7,022

△19.9

(12.2)

(8.5)

(7.5)

(4.8)

(3.3) (△1.5)

-

13

69,944

115,066

121,0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2,010

48,773

산업통상자원부

4

15,440

61,563

산림청

1

-

해양수산부

1

부처명
합 계

소계
(비중)
보건복지부
표준화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 소계
(비중)
보건복지부

활 용

소계
(비중)

2021년

증 감

세부

추경(A) 예산(B)

(B-A) (B-A)/A

156,664

35,598

29.4

57,573

84,058

26,485

46.0

61,563

107,872

46,309

75.2

-

-

5,284

5,284

순증

-

2,500

2,500

4,938

2,438

97.5

22

107,394

227,902

242,702

358,816 116,114

47.8

(56.1)

(47.1)

(57.9)

(33.1)

(42.2)

(9.1)

-

주: 세부사업수 합계는 중복사업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보건의료 데이터 주요 재정사업 현황
①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재정사업 현황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 개인, 기업 등 공공 및 민간
의 다양한 주체에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는 수집과 처리 비용이
높고, 비정형 관측 및 측정 데이터가 많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영역별 ․ 보유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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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영역의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와 분절]

자료: 강희정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1.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 구축을 위한 주요 재정사업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암빅데이터구축’,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의 구축
과 활용을 위한 사업은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구축(헬스케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등이 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2020~2021년 동안 희귀질환자 임상
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2.5만명13) 규모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는 1단계(’20~‘21)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은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
전체 유망분야 기초 ․ 원천기술 확보 및 유전체 정보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
업이다.
12) 권태혁 외,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평가”, ｢보건산업브리프｣ Vol.290, 2019.11.25.
13) (’20년) 신규모집 5천 명 + 기존사업 연계 5천 명 → 1만 명 데이터 구축
(’21년) 신규모집 1만 명 + 기존사업 연계 5천 명 → 1.5만 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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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바이오 연구(실험) 활동에 사용되는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 ․
학 ․ 연 ․ 병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
청, 국립암센터 등 4개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여
공공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국가암빅데이터구축’은 방대하고 다양한 암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활용
할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국가 단위의 대표적인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
업이다. 국립암센터 내 병원 ․ 연구소 등에서 치료 ․ 연구 과정 중에 수집된 임상, 유
전체, 의료영상 및 공공데이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저장하여 공공기관 및 타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민간의료기관을 데이
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비식별화된 진료기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은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 동의를
받은 암생존자, 생활습관개선 대상 만성질환자, 일반인 등 400명 이상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사업이다.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에
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에서 분석 ․ 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 ․ 확산하는 사
업이다.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지식베이스 구축)’사업은 중소 ․ 벤처기업이 다양한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자
원, 인공지능 SW 이용환경 제공 등 지능정보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
터14)를 구축하고, 이를 ‘AI허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4)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생성하는 정형․비정형의 데이터에 각종 지식과 정보를 라벨링하여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는 주소록, 인명록
등 이미 DB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사람의 음성, 사진, 동영상, 음악 등
DB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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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주요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시범구축사업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R&D)

다부처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R&D)

사업 주요 내용

자발적 참여자의 유전체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 의료 정보 빅데이터 구축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 원천기술 확보 및 유전체 정보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바이오 연구(실험) 활동에 사용되는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되
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 ․ 학 ․ 연 ․ 병에 제공

부처

’21년 예산

과기정통부

7,250

산업부

7,250

보건복지부

7,250

과기정통부

11,611

보건복지부

8,518

산업부

3,430

해양수산부

3,534

과기정통부

78,728

농촌진흥청

1,900

산림청

1,400

질병관리청

2,510

환경부

3,486

보건복지부

3,458

보건복지부

2,453

보건복지부

9,402

질병관리청

4,417

과기정통부

4,417

과기정통부

292,5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 ․ 분석 ․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암빅데이터구축

다양한 암정보를 통합, 연구목적으로 DB화

의료데이터

단일병원 단위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중심병원 지원 사업

구축, 데이터 기반 新의료기술 개발활용지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300명 이상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

빅데이터플랫폼 및

암 임상데이터의 수집-연계-관리 및

네트워크구축
(헬스케어)

제공하는 암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별

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
(지식베이스 구축)

이스 구축 및 의료기관 컨소시엄 지원

표준화된 암종별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지원

주: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전 분야 예산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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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 정보보호 재정사업 현황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은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가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의 생산, 수집, 처리, 보급 등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체계가 필요하다.15)
데이터 3법이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방대한
데이터가 타 산업 데이터와 활발하게 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민
감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명정보 활
용 미흡으로 인한 개인식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정보보호를 위한 재정사업으로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기술개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운
영’,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의료데이터 보호 ․ 활용기술개발’, ‘국가보건
의료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기술개발’은 공공기관-민간기관(병원)
간 CDM 표준안 마련 및 국제 표준화, 용어 매핑 및 가이드라인, CDM활용 의료기
술 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운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대한 국가
적 표준을 정하고, 적합성 검증 및 인증을 통해 업계의 표준제품 개발 및 의료기관
의 표준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은 진료기록을 표준화하여 환자 진료기록
등을 의료기관간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 ․ 기술적 인프라 조성 및 시스템 구축․운영
하는 사업이다.
‘의료데이터 보호 ․ 활용기술개발’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계 ․ 활용을 위한 공
공 목적의 정책개선 및 정보보호기술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건의료표준화’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진료정보 교류 및 다양한 의료서비
스의 상호 연계를 위해 ｢보건의료정보표준｣ 마련 및 보급, 국제협력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 권태혁 외,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평가”, ｢보건산업브리프｣ Vol.290,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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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 정보보호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 주요 내용

CDM기반

CDM 표준안 마련 및 국제 표준화,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용어 매핑 및 가이드라인, CDM활용

플랫폼기술개발

의료기술 연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대한

인증 관리운영

국가적 표준 수립, 적합성 검증 및 인증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부처

’21년 예산

보건복지부

5,366

산업부

4,980

보건복지부

4,002

을 의료기관 간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 ․ 보건복지부

2,303

진료기록 표준화하여 환자 진료기록 등
기술적 인프라 조성

의료데이터 보호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 활용을 위한

활용기술개발

정책개선 연구 및 정보보호기술 연구 등

보건복지부

9,914

보건복지부

1,623

보건의료정보표준(용어, 서식, 기술)
국가보건의료표준화

마련 및 인센티브 연계, 헬스케어 빅데
이터 활용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제협
력센터 운영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재정사업 현황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
는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규모의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대응 차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
한 산업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
어, 맞춤형 바이오진단기기, 스마트의료기기 등이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건강기록 데이터 등을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
한 맞춤형 헬스케어, 정밀의료 제품 ․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맞춤형 바이오 진
단은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맞춤형 질병진단 시스템 개발 등이다. 스마트 의료기
기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정부는 개발 ․ 임상 ․ 인허가 ․ 제품화
전주기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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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인 ‘바이오산업기술개발’은 바이오 분야의 핵심 ․ 원천기술 개발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과제로 디지털헬스케어,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개발, 첨단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구축사업 등이 추진되
고 있다.
‘산업혁신기반구축’은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및 실증지원,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구축 등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은 AI 탑재 영상기기
개발,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영상진단기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과기정통부 ․ 산업부 ․ 복지부․식약처 차원의
의료기기 R&D 지원과 개발 ․ 임상 ․ 인허가 ․ 제품화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은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SW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전사체 등 여러
오믹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발굴, 분석하여 질환별 바이오마커 및 신약 타겟을 도
출하는 사업이다.
‘AI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은 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대
규모 의료데이터를 AI기술을 융합하여 영상판독 및 다빈도 질환에 대한 의료진단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기술개발)’은 개인 유전체 및 임상데이터, 생
활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예측의료를 통해 암 진단 ․ 치료법과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구중심병원육성’은 연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로
산 ․ 학 ․ 연 ․ 병 협력 및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은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에게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고 국내 실험실 ․ 장비 등의 인프라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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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산업기술개발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개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첨단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구축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R&D)

사업 주요 내용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및
건강관리 제품 ․ 서비스 개발
국내 환경에 맞는 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서비스 모델 상용화
첨단 정밀의료기반 의료서비스사업화
플랫폼 구축

3D프린팅 공정기술,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지원 및 실증지원체계 구축
및 실증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R&D)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개발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AI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2.0)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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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398

산업부

4,091

산업부

4,825

산업부

3,167

산업부

1,100

산업부

3,167

산업부

1,784

산업부

5,240

산업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64,100
60,200
59,609

과기정통부

5,000

과기정통부

6,000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의료기기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시생산, 임상실증, 기술개발 및
및 임상실증)
실증데이터 확보
산업혁신기반구축(R&D)

‘21년 예산

기술실증화 핵심장비를 구축 및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실증화 수요기업의 시제품 제작 ․
플랫폼 구축)
평가 ․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R&D)

부처

치매 생체의료 데이터 활용 AI기반

치매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치매 DB 플랫폼 및 실증 기반
R&D 기반구축
AI 탑재 영상기기 개발,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영상진단기기 중소
기업지원
범의료기기 R&D 지원과 개발 ․ 임상
․ 인허가 ․ 제품화의 전주기를 지원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은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AI SW를 개발
오믹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발굴,
분석하여 질환별 바이오마커 및
신약 타겟 도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

사업 주요 내용

부처

‘21년 예산

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
AI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한 대규모 의료데이터와 AI기술을

과기정통부

10,000

에 대한 의료진단 지원
정밀의료 암 진단 ․ 치료법과 클라우드 과기정통부

1,349

융합하여 영상판독 및 다빈도 질환

10,702

의료기기기술개발(R&D)

보건복지부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산 ․ 학 ․ 연 ․ 병 협력 및 R&D 비즈
보건복지부
니스 모델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기반 초기 창업
보건복지부
기업 지원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

(보건의료빅데이터

이터를 연계 ․ 활용한 의학 ․ 정책연구 보건복지부

549

연계 ․ 활용 강화 연구)

지원
임상시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육성(R&D)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R&D)

차세대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43,996
5,635

3,70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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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주요 쟁점 분석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 체계
(1) 바이오 데이터 통합수집 ․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제도 마련 필요
글로벌 바이오산업16) 시장규모는 2019년 4,502억 달러이며 의료․헬스케어 분야
가 2,609억 달러(57.9%)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 바이오산업은 연평
균 7.4%로 성장하여 2024년 6,4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17).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019년 기준 12조 3,235억원이다. 판매 규모로는
바이오화학 ․ 에너지산업이 1조 7,340억원(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수출 규모에서는 바이오의약이 2조 6,152억원(39.0%)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한
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총 투자비는 2019년 기준 2조 5,864억원으로 연구개발비
1조 8,397억원, 시설투자비 7,467억원이다. 2015~2019년 간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바이오서비스산업18)의 증가율이 높았다19).

16)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
산하는 산업의 총칭한다.
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현황 및 전망｣, 2020.9.24.
18) 바이오서비스산업은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
스 등이다.
19)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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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국내판매(A)

42,179

46,301

49,773

53,385

56,111

7.4

수출(B)

42,861

46,310

51,684

52,382

67,124

11.9

매출(A+B)

85,040

92,611

101,457

105,767

123,235

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0.12.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에서는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20)가 생산 ․ 활용된
다. 특히, 레드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체정보, 의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대규모 데이터
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약 ․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21)

[바이오연구데이터 분야별 생성 ․ 활용 데이터 예시]
대분류

연구 분야
신약
의료기기

Red
바이오

뇌과학
바이오제제
혁신형 융복합
보건

생성 ․ 활용 데이터(예시)

유전체, 단백질 구조, 상호작용(단백질-리간드), 화합물
구조/물성/효능 데이터 등
피실험자 생체 변화(혈압, 혈당 등), 의료 이미지(영상),
라이프로그, 유전체 데이터 등
유전체, 발현체, 영상(MRI, PET 등), 뇌파, 상호작용(단백
질-단백질) 데이터 등
상호작용(단백질-단백질), 단백질 구조, 화합물 구조/물성
/효능 데이터 등
대사체, 발현체, 유전체, 바이오칩/센서, 라이프로그,
나노물질 데이터 등
병리 이미지, 코호트 (추적)임상정보, 유전체, 대사체,
발현체, 감염체 데이터 등

20) 바이오연구데이터는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바이오 연구를 통해 생산되어 성과 도출에 활용
되는 모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로 대사물질 종류정보, 단백질 구조정보, 유전체 염기정보, 화합
물 반응 정보 등이 있다.
21) 정부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는 바이오산업을 응용분야에 따라 레드(red), 그린(green), 화
이트(white)로 구별하고 세부적으로 15대 주요 연구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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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Green
바이오

White
바이오

연구 분야

생성 ․ 활용 데이터(예시)

종자

유전체, 발현체, 단백체, 작물생육, 이미지 데이터 등

지능형 농업

생육조건, 이미지(영상), 식물재배 데이터 등

해양 수산

해양천연물, 대사체, 유전체, 발현체 데이터 등

제품(식품,화장품)

천연물(식물추출물), 화합물 구조, 대사물질 구조, 단백질
데이터 등

동.식물 치료제

천연물, 치료제 화합물 구조, 발현체, 대사물질 구조 데이터 등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매스 조성, 반응/생성,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

공정(제조프로세스)

공정/반응 과정, 공정물질 구조 데이터 등

바이오소재
환경바이오

효소/미생물 반응, 소재 단백질 구조, 소재 화합물 구조,
이미지 데이터 등
변형된 유전자, 이미지, 화합물(고분자물질) 구조 데이터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2020.7.2.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22) 기술의 발달로 유
전체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
춤형 정밀의료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다량의 유전체 정보 수집과 산업적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23).
영국은 공공기업인 지놈잉글랜드를 설립하고 10만명의 유전체 해독을 완료했
으며, 향후 5년 안에 500만 명의 유전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중국 등의
국가들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자 100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유전 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의 구축을 통한 정밀의료 사업
들을 진행 중이다24).

22) 하나의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각 조각을 동시에 읽어낸 뒤, 이렇게 얻은 데이터
를 생물정보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조합함으로써 방대한 유전체정보를 빠르게 해독하는 기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2019.7.)
23) 정영철 외,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4) 김태형, “바이오 빅데이터”, ｢BIO ECONOMY REPORT｣ Issue 24,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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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유전체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영국은 2012년 공공기업인 지놈잉글랜드를 설립하고 2018년 10만 명 유전체 해독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Data Saves Lives'를 추진하여 유전

을 모두 완료

영국

체 검사를 진행
‐ 유전체 데이터를 유전체 기업과 제약사에 제공하여 진단기술과 신약개발에 활용 중


유전체의학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500만 명 유전체를 확보한다는 계획 발표



NIH 4,000억 원 펀드를 만들어 670여 개 정밀의료 관련 연구를 지원



GTEx 7천 명 이상의 정상인 조직 유래 오믹스 데이터(200TB), TCGA 1만 명 이상

미국

암환자 유래 오믹스 데이터(4PB) 및 TOPMed 10만 명 이상의 다양한 만성질환 환
자 전장 유전체 해독(WGS) 데이터(15PB)를 생산해 정밀의료 연구 및 임상 적용을
위해 연구자 들에게 배포

중국



유전체 진단 규제정책을 국가 주도하에 빠르게 진행해 이를 기반으로 유전체 시장
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예상

자료: 김태형, “바이오 빅데이터”, ｢BIO ECONOMY REPORT｣ Issue 24, 2020.6.

첫째, 정부는 추진 중인 범부처 바이오데이터 통합수집․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
진하는데 있어 데이터 수집 표준지침,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데이터 등록 표준안 등 효과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바이오 데이터 수집 사업을 통해 유전체 데이터 분석 관련 소재 ․
부품 ․ 장비의 국산화, 신약 ․ 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연
계한 디지털헬스기기 등 관련 서비스 확산 등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바이오 데이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
부․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2020~2021년 간 희귀질환자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
으로 수집된 유전체 데이터는 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KOBIC)에
서 각각 전장유전체분석 및 변이 분석25)을 통해 생산되고, 수집된 임상정보와 생산
된 유전체 데이터는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에 공유된다.
25)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e sequencing) :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 변이(variant) 분석: 표준 유
전체와 비교하여 다른 염기서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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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운영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까지 총 2.5만명26)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는 1단계
(’20~‘21)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3개 부처에 총 150억원으로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시범사업을 통해 국
민적 공감대 형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확한 추계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
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을 계획하고 있다.27)

26) (’20년) 신규모집 5천 명 + 기존사업 연계 5천 명 → 1만 명 데이터 구축
(’21년) 신규모집 1만 명 + 기존사업 연계 5천 명 → 1.5만 명으로 확대
27)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9. 10.

28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계획안]
구 분

주요내용

목 표

유전체정보 + 임상정보(진료정보 등) +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대 상

환자 40만명(암, 만성 ․ 희귀질환자), 건강인 60만명(환자가족 등)

추 진

(동의)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절차 마련 (보안) 폐쇄환경 內(네트워크 차단)

체 계

(수집) 의료기관을 통해 시료 ․ 정보 수집

(활용) 동의범주 內 (연구목적 등)

1단계 非예타(’20~’21) → 2단계부터 예타 추진(’22~’25)
추 진

➊단계(‘20~’21)

과 정

2.5만명
추진체계 등 구축

예 산
활 용
방 안

⇨

➋단계(‘22~’25)
100만명 (건강인+환자)
데이터 구축

총 1.5조원 (100만명, 인당 150만원)
(진단․ 치료기술 개발) 병인(炳因) ․ 약물반응 및 희귀․ 난치질환 등 진단․ 치료법 규명
(신약 개발) 유전자 상에 존재하는 희귀 ․ 난치 질환 예방 ․ 치료 약제 개발
(유전체분석․장비․서비스 개발) 유전체 분석역량 향상 및 관련 기술․장비․서비스 개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 외에도 앞서 살펴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질병
관리청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소재데이
터플랫폼’ 구축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사업은 본인 동의하에 암생존자, 생활습관개
선 대상 만성질환자, 일반인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소재데
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은 천연물, 활성 실험데이터, 단백질, 유전자 등의 바이오 데
이터를 축적하여 소재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
원 선진화사업은 바이오 실물소재를 확보하여 연구기관에 분양하는 소재은행을 구
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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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데이터 구축 ․ 활용 관련 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바이오소재데이터플랫폼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계, 공공연 등에서 보유한 기능



바이오 연구 ․ 산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

성소재 관련 데이터를 수집 ․ 축적하

실물 소재 배양 및 연구현장 공급,

목적

고 AI로 분석하여 바이오산업 대체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소재 ․ 신소재 개발지원 등

확보 ․ 제공
‐ (내역1)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

사업

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국비 366억원

‐ 정부출연금 80억원(’20~’23)

규모

‐ (내역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
션 조성: 264억원

<수집데이터>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① (바이오소재데이터) 천연물, 활성 실



공급하는 소재은행*을 연계하여 육성

험데이터, 단백질, 유전자, 대사경로,

* 천연물 추출 등을 통하여 확보

질병, 원료(종), 건강기능식품, 생리

한 바이오 실물소재를 보관하고

활성 정보, 산업물성 정보 등 9종
② (AI 활용데이터) AI를 통하여 9종
의 바이오소재 데이터를 상호 연
계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생산

사업
내용

<수집경로>


데이터 분석장비를 통한 바이오소재
데이터 생성, 국내외 DB 수집 등

<활용방안>


(대체소재 발굴) 이미 알려진 소재효능-대사경로 이외에 AI분석을 통
한 대체소재 발굴이 가능해져 신제

실제 실물 바이오소재를 연구현장에

연구기관에게 분양
<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


바이오 국가 R&D를 통해 생산 활
용되는 데이터 수집인프라 구축하여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
제공
‐ 다량의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전산
환경 구축(저장공간, 슈퍼컴퓨팅 등)
‐ 수집데이터의 분석, 활용 도구 제공
(클라우드서비스, 협업 소프트웨어)

품 등 개발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에서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28)를 대상으로 수집
하며, 부처별 데이터 센터와 소재 클러스터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할 계획이다. 중장
28) 생화학분석,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표현형 정보, 화학반응 등 제3자 제
공 동의를 받은 익명화된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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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의 바이오R&D사업에서 생산되는
임상 연구 데이터를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29)과 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에
서 수집 ․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개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2020.7.2.

그간 정부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30),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31),
울산 만명 게놈(genome) 프로젝트32) 등에서 유전체 데이터 구축 연구를 지원해 왔
다. 그러나 구축된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운영기관의 역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관리와 활용이 부족한 측면33)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34)
29)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는 보건복지부 R&D사업에서 산
출된 임상연구결과 및 생명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2017년 6월 30
일 보건복지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되었다.
30)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
청이 참여하여 2014년부터 8년간 약 5,700억원을 투자하였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유전체
사업을 통합하고, 인간유전체 및 동식물 등의 유전정보 활용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
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체유래물, 역학 및 유전정보
등을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연구자들에게 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211,707명
에 대한 유전체 해독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32) 울산 만명 게놈(Genome)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3년간 약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산광역
시,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한국인 1만명의 유전체 ․ 의
료 ․ 생활습관 정보를 생산하고, 바이오빅데이터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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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데이터 구축 ․ 활용 관련 주요 R&D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유전체 정보분석 기반구축 및 원천기술개발
다부처

포스트게놈 다부처

한국인 표준게놈 지도 작성

유전체 사업

유전체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 기술개발 등
한국인 참조유전체정보 확보사업

복지부 한국인유전체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쌍둥이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현재 211,707명에 대한 유전체 해독결과 공개 중
한국인 1만명의 게놈 + 의료 + 생활습관 정보 생산을

울산시

만명 게놈(Genome)
프로젝트

목표로 게놈 산업화 및 맞춤의료를 위한 대규모 게놈
프로젝트
게놈 해독기 등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 바이오빅데
이터의 산업화 추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구축
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 제정, 양질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셋 표준안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검토하여 효
과적인 바이오 데이터 수집체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35).

33) ‘정밀의료시대, 데이터 기반 바이오의약산업 혁신 어디까지 와 있는가’, 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토
론회(2019.6.17.) 발표자료 중 발췌
34)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9. 10.
35)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개
인의 임상정보와 인체유래물 등을 구축하여 정밀의료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민감한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의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으므로, 식품, 화장품, 생물자원 등을 포괄하는 타 사업과의 연계 시, 과도한 규제가 적용
될 우려가 있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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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바이오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 방안]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 ․ 관리 표준지침’ 제정
‐ 부처별 사업 공고 ․ 협약 ․ 평가 시, 준수해야 할 연구 데이터 관리 기준 등 제시



데이터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데이터 공유 유도
‐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데이터 보존 공간, 계산용 전산 인프라 제공, 데이터 분석 바우처 등



민 ․ 관 합동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 구성 → 국가 등록 표준(안) 마련
‐ 이종 데이터간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토록 메타데이터의 정의, 항목, 명칭, 형식을 규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2020.7.2.

둘째, 바이오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 추진과 함께 철저한 개인 유전체 정보보
호 체계 구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 진료정보, 건강정보는 민감정보36)이지만 우리나라의 유전
체 정보를 취급하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개인 유전체 정보보호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37). 그리고 일반인들은 ‘개인 보건의료정보의 악용’, ‘연구개발성과와 이
익의 기업 편중’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은 높은 실정이다38).
이에 정부는 유전체 정보와 같은 바이오 데이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 목적 등
에 대해서 연구자 및 국민들 간의 공감대 마련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39).

36)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
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연구기관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암호화 부재, 개인정보 보호 조치 부재, 관리방법에 대한 낮은 인
식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자료: 정영철 외,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38) 최윤희,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9-458, 2019.10.16.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가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환자 등 참여자와
유관 산 ․ 학 ․ 연 ․ 병, 개인정보 ․ 생명윤리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사업착수 전에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와 사업 참여동의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거쳐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단계에서 대국
민 수요조사 및 전문가 FGI, 공청회 등을 통해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
이터 구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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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건의료정보의 공유․활용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 설문 결과]
(단위: %)

구분

긍정

보통

부정

개인 보건의료정보의 악용에 대한 국가적 처벌 시스템의 공정성

10.0

31.8

58.2

연구개발 성과와 이익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공유

5.5

42.7

51.8

정부 정책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

8.2

38.2

53.6

자료: 최윤희,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ISSUE
PAPER｣, 2019-458, 2019.10.16.

(2) 공공․민간 암 데이터 통합 수집 ․ 관리 체계 검토
｢암 관리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
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40). 동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41)
최근 ｢암 관리법｣에 개정(2020.4.7.)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암 연구 ․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42) 암데이터사업
40) ｢암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41) ｢암 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
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2) ｢암 관리법｣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 ․ 개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8.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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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자료나 결합 정보 등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
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
게 제공하는 ‘암정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43). 다만, 암정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립암센터가 수행한다.

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
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 ․ 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7.] [시행일 : 2021. 4. 8.] 제9조의2
43) ｢암 관리법｣
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
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 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일 : 2021. 4. 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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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개정 전 ․ 후 수집 가능 범위]
현 행


법 개정 후
구 분

국립암센터 임상정보 기반으로
데이터 확보

중앙행정기관

‐ 국립암센터 암종별 임상데이터

(복지부, 식약처,
질본, 통계청 등)

및 코호트
‐ 국립암센터 진단목적용NGS

지자체

및 유전체 분석데이터
‐ 국립암센터 영상정보
(방사선종양영상, 병리영상 등)


암관리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 암등록통계데이터/
암검진데이터(차상위계층만)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대 병원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수집되는 데이터 유형
․ 암관련 정책 정보
․ 암관련 보험급여 관련 정보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현황
․
․
․
․

사망원인통계
암관련 지원 정책 등 통계자료
국민건강검진자료, 청구자료
진료비 자료

․ 의료기관 자료
․ 보건의료 근거연구
․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 암관련 각종 통계 및 정보
․ 암등록데이터
․ EMR정보, 환자 정보,
암관련 임상데이터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정보를 연계하고, 암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암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사업 개요]


(총사업비) 9,942백만원 / (사업기간) ’19 ~ ’22년



(’19년 주요성과) 암종별 임상데이터의 전주기 임상데이터셋 구축 중
‐ 위암, 췌장암, 신장암 전주기임상데이터셋 개발 및 구축 완료



(향후계획) ’17종 이상의 임상데이터셋, 종양영상, 암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기초 데
이터 확보 및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암센터 내 병원 ․ 연구소 등에서 치료 ․ 연구 과정 중에 수집된 임상, 유전체,
의료영상 및 공공데이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저장 공공기관 및 타 의료기관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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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빅데이터구축 주요 데이터]
구 분
암종별

주요 내용


임상데이터
암종양

투약, 처치, 수술 등)를 암종별로 연구용 데이터 형태로 발췌, 축적


영상데이터
유전체데이터
암공공데이터

국립암센터 진료정보(EMR) 중 임상진료데이터(암환자 진단, 검사,

진료 ․ 진단 과정에서 CT, 내시경 등을 통해 종양을 촬영한 영상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정비 ․ 수집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유전자 변형에 따른 암세포 변이를 전산화한 정보



국가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암공공데이터 자료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외 암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주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
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혁신성장동력프로
젝트(암 진단 ․ 치료기술 개발) 사업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에서 분석 ․ 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 ․ 확산하는 사업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0개 분야44) 중 헬스케어
분야는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과제로서 암 임상데이터의 수집 ․ 연
계 ․ 관리 및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과제로 구축되는 암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제 참여 센터의 임상데이터를 비
식별화 한 후 추출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통된 암종별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44)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 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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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데이터 수집 ․ 구축 관련 주요 사업 개요]
부처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세부과제명)

(국비)

사업 주요 내용


암 치료 ․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연구용
으로 데이터화

보건복지부

국가암빅데이터구축

‐ 암종별 임상데이터, 종양영상, 유전체NGS,

2019년~

암공공데이터, 암데이터분석 활용 체계 구축

(99.4억원)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NCDC(국가암데이터
포털운영 https://www.cancerdata.kr/)



빅데이터 플랫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센터 구축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2019년~
2021년

표준화된 암종별 빅데이터 구축
(10개 암종, 47만명의 임상데이터 구축)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암 빅데이터 공유(10개
암종 라이브러리 메타데이터 구축 등)

(117.6억원)  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www.cancerportal.kr)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암 데이터 구축 ․ 관리 ․ 공유를 위한 보건복지부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사
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사업’과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은
암 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데이터 수집 내용에 사업의 주관기관
이 국립암센터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사업 간 임상데이터 구축대상 암 종별을 비
교해보면, 유방암, 대장암, 폐암, 간암, 신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이 중복되며, 암 환
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검진 및 진료정보 등의 데이터 수집항목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각 사업으로 수집된 암데이터는 ‘국가암데이터센터’와 ‘암 빅데이터 플랫
폼’에 각각 별도로 구축되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암 데이
터를 활용하려면 각각의 플랫폼에 별도로 접속하여 데이터 이용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립암센터 내에서도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분리된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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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데이터 수집 ․ 구축 대상 종별 비교]
국가암빅데이터구축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 국립암센터



주관기관 : 국립암센터



유방검진영상 : 1만 case



(표준화) 국립암센터 포함 11개 병원이



유전체NGS : ’20년 10개 기관(누적)



암 공공데이터 1,000만명



임상데이터 구축 및 계획

공통으로 축적하는 3개 암종(유방암, 폐암,
대장암)의 임상데이터 표준화 완료


임상데이터 구축 및 계획

‐ ’19년 3개 암종 : 신장암, 췌장암, 위암

‐ ’19년 3개 암종 :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 ’20년 5개 암종 : 대장암, 폐암, 간암,

‐ ’20년 3개 암종 : 폐암, 대장암, 신장암
‐ ’21년 4개 암종 : 위암, 간암, 전립선암,췌담도암

방광암, 갑상선암
‐ ’21년 6개 암종 : 구강암, 유방암, 전립선암
소아청소년암, 자궁경부암, 골연부종양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https://www.cancerdata.kr/)



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www.cancerportal.kr)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사업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주체와 축적되
는 데이터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업 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
였다45). 구체적으로 ｢암 관리법｣ 개정으로 국립암센터가 암 데이터사업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46), 민간병원은 대상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45) [암 빅데이터 구축 사업 내용 비교]
구분

국가암빅데이터 구축사업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주체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및 10개 민간병원

대상환자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국립암센터 및 10개 민간병원 암환자

데이터범위

임상, 유전체, 영상

임상 데이터

46) ｢암 관리법｣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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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 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에 관한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의 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 제공하는데 제도적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집된 암 데
이터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과제’는 민간의
료기관이 포함된 10개 센터에서 암 연구에 특화된 10개 암종 라이브러리 및 플랫폼
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총 117.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동 과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2022년 이후부터 플랫폼
인프라 유지보수 및 분석서비스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수익모델을 제시하였다.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과제 2022년 이후 운영 방안]


참여기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자산을 국립암센터로 이관하여 국가암데이
터센터 운영자금을 통한 인프라 유지보수 및 분석 서비스 지원
‐ 참여기업의 경우 분석용 클라우드(SaaS), 분석툴에 대한 활용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 등 수익모델 발굴(~21년, 3차년도까지는 무상 서비스)
‐ 선정된 센터 이외 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지역 거점 중심 암병원)들이참여 확대 유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를 옵저버 형태로 플랫폼-센터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수행계획서, 2019.

그러나 그 동안 연구목적으로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암 임상데이터를 제
공한 건수는 2,908건47)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건수는 부재한 것으
로 나타나 2022년 이후 운영자금 마련은 미지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재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 기준, 헬스케어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의 전체 활
용건수는 2,908건이다. 그 중 504건(17.3%)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IRB) 승인을 거친 원
천데이터 활용 실적이며, 이를 활용하여 27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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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데이터 서버 등의 인프라를 2022년 국립암센터로 이관할 계획이지만 플랫
폼 운영 비용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하다.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에는 수집된 암 데이터의 활용 건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국립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기존 공공 암데이터와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헬스케어 및 임상 ․ 진료 데이터 수집 ․ 공유 체계
(1) 개인 주도형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공유 체계 검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접근방식이 변화되면서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이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개인맞춤(Personalized), 참여
(Participatory)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만성질
환자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급증에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헬스케어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48). 헬스케어는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분야에 결합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
양한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헬스케어와 ICT 기술 결합을 통한 진화]
구분

Tele-헬스

e-헬스

u-헬스

smart-헬스

1990년 중반

2000년

2006년

2010년 이후

원내 치료

치료 및 정보제공

치료/예방관리

치료/예방/복지/안전

주 Player

병원

병원

병원, ICT기업

주 이용자

의료인

의료인, 환자

의료인, 환자, 일반인

의료인, 환자, 일반인

병원운영

의무기록(EMR)

건강기록(EHR)

개인건강기록 기반

(HIS, PACS)

웹사이트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

시기
서비스
내용

주요
시스템

병원,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기업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표준 전략 보고서｣, 2018.8.

48) Frost&Sullivan(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료서비스 제외) 규모는 1조
9,693억 달러로, 전년대비(1조 8,731억 달러) 5.1% 증가하였고 매년 약 5.6% 성장을 전망(자료: 한
지아 ․ 김은정, “스마트 헬스케어”, ｢KISTEP 기술동향브리프｣2020-13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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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2018년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헬스케어 특별위원회’49)를 출범
시켰고,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R&D지원 등을 확대해가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의 핵심분야로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
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2018.12.)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 ․ 관리 시범체계 운영’ 등의 5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5.)에서 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한 의료 데이터
활용도 제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에서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스마트병원 구축, AI정밀의료 등의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정부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관련 주요 과제]
구분

주요 내용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 ․ 관리 시범체계 운영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19~’21)을 통한 건강 ․ 의료 ․

(2018.12.)

‐ 의료용어, 데이터 관리기술, 저장 ․ 교류표준 등 표준화기술 개발 ․

유전체 데이터 수집 ․ 생산, 개방 ․ 활용
실증연구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2019.5.)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한 병원 내 의료 데이터 활용도 제고



(데이터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30개), 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스마트병원)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AI 정밀의료)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2020.7.)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가능한 SW 개발 ․ 실증(닥터앤서 2.0) 추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통해 건강데
이터의 ‘동의 ․ 수집→보관→개방 ․ 활용’의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 활용절차 및 표준
49)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민간 주도의 정책 아젠다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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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용 확산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표는 동의 기반의 대규
모 헬스케어 데이터 프로젝트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될 유전
체 ․ 라이프로그 ․ 진료기록 ․ 건강검진 등의 샘플 데이터 생산 및 활용체계 운영을 통
해 대규모 정밀의료 코호트 사업 추진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의료 ․ 건
강관리 ․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넓은 컨소시엄을 지향하되 외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신뢰 가능한 폐쇄 열람환경 내 데이터 열람,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목표시스템 개념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19.9.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인 동의하
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통해 암생존자, 생활습
관개선 대상 만성질환자, 일반인을 포함하여 400명 이상 모집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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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생산

정리

2019년

2020년

2021년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자 모집



본인 동의체계 개발



데이터 생산 ․ 수집



데이터 추가 ․ 보완



데이터 통합 ․ 전송관리기술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모델 및 기술 개발



정도관리 (Q/C)

(가능한 범위 내 개방)

활용



데이터 개방



연구 ․ 기술 ․ 서비스 개발

** 데이터는 1차년도 생산 ․ 수집, 2차, 3차 년도 보완 ․ 질향상
*** 생산된 데이터는 개방을 위한 정부망으로 신속하게 이관
자료: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데이터 모집 대상자는 암생존자, 생활습관개선 대상 만성질환자, 일
반인이다. 데이터 수집 항목은 건강검진, 의무기록, 의료영상정보, 영양 ․ 습관 ․ 약물
등 의료정보, 유전체 검사 및 분석 정보, 라이프로그 등 개인 생활 기반 웨어러블
정보, 멀티오믹스 정보, 생리학적 측정 지표 등 임상적 유용성이 담보된 종합적인
헬스케어 데이터이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수집 데이터 항목 예시]
➀ (필수) 건강검진정보: 실시한 건강검진 정보 포함
➁ (필수) 의무기록, 의료영상, 검사결과, 약물 등 의료정보: 방문한 병원 의무기록
➂ (필수) 영양, 식습관, 생활습관, 복용약물 등에 대한 설문 정보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체계(검진조사,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 활용
➃ (필수) 유전체정보
⑤ (필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운동, 수면 등 개인 생활 기반 라이프로그 정보
⑥ 단백체, 대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멀티오믹스 정보
⑦ 기타 생리학적 측정 지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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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성과는 주관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2020년 11월 기준
총 362명이 모집되어 113%의 달성율을 보였다. 정부는 참여자의 데이터 수집이 완
료되면 데이터의 보완 후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관련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 성과목표 및 실적]
(단위: 명, %)

구 분

모집 기관

누적 목표치

실 적

달성률

'19(A)

'20(B)

'21(C)

(D)

(D/B)

정상건강인

강북삼성병원

33

80

100

100

125

생활습관 개선 대상자

강남세브란스병원

33

80

100

100

125

암
생

대장암

서울대학교병원

26

64

80

80

125

위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3

32

40

40

125

존

유방암

강남세브란스병원

26

64

80

42

62

66

160

200

162

101

132

320

400

362

113

자

소 계
합 계

주: 2020년 12월 11일 현재 기준이며 1차년도 사업은 2019.8.1.~2020.12.31.까지 진행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부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과 같이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 데이
터 수집 ․ 활용 촉진과 더불어 개인 주도의 자발적인 의료데이터 수집 ․ 활용 체계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 제도개선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
자 확대를 통한 개인 단위 헬스케어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 ․ 구축 되어야 한다. 헬
스케어 데이터의 수집 목적은 정밀의료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헬
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은 400명 정도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으로 정밀의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2015년 1월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추진을 발표
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암에서 시작된 연구를 모든 질환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백만 명이상의 코호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자발적 데이터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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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집하기 위해 보훈처에서 시작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Bluebutton initiative)를
확대함과 동시에 S4S(Sync for Science) 프로젝트 시행하고 있다.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는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료 및 건강기록을 다
운로드 받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 약국 및 가족 등에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50). S4S는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개인
이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쉽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
젝트로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위 사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인 의료데이터 활
용에 동의하고 기부함으로써 데이터 접근성 확대, 데이터 소유권 인식향상 및 데이
터 공유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데에는 미국은 HIPPA51) 법령을 통해 의료정
보의 사본에 대한 데이터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블루버튼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52).

[미국의 개인의료 정보 소유권 홍보자료]

자료: https://www.healthit.gov/sites/default/files/YourHealthInformationYourRights_Infographic-Web.pdf

50)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환자 포털에 블루버튼 로고를 클릭하면 본인의 의료 및 건강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CD, USB, 모바일 장치 등에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51)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1996)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은
개인의 건강 정보 사본을 누가 취득했는지, 정보가 정확한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등을 포함해
서 건강 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52) 정일영,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정책”, ｢미래정책 포커스｣ Vol.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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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유럽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2018.5.)하여 정보주체가 갖는 개인정보보호권(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의 하나로서 개인정보이동권(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새로이 인정하였다. 개인정보이동권은 개인정보처리자
(Controller)가 보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사본(Copy)을 정보주체가 넘겨받아 그것
을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여 재사용(Re-use)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
보이동권은 다른 개인정보보호권들(고지를 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삭
제청구권, 처리정지청구권 등)과는 그 보호의 방향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다른 개인정보보호권들은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 ․ 남용
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이동권은 개
인정보의 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53).
우리 정부도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
임인 ‘마이데이터(My Data)’ 개념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마이
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서비스
기업에게 위임했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개인에게 재위임하는 모델로서 유럽을 중
심으로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활용 구조]

출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6.

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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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금융․통신 등 2개 분야, 2019년에 의료․금융․유통․에너지․기타 5개 분
야에 8개 과제, 2020년에는 의료 ․ 금융 ․ 공공 등 6개 분야에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에 추진된 ‘응급상황을 위한 개
인건강지갑 서비스’과제는 응급환자 진료데이터(병명, 검사결과, 처방전 등), 스마트
폰 운동 기록(걸음수, 심박수 등) 등을 스마트폰(개인 클라우드)에 저장 ․ 활용(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응급상황 시 119와 응급 의료진에게 환자의
응급용 의료기록 정보를 즉각 전달하고, 보호자에게도 환자의 응급상황을 알려주는
개념이다.
[의료분야 마데이터 사례 -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As-Is

To-Be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환자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 응급의료 상황 등 필요시 신속 ․ 정확한

환자정보(정보 연계 불가)

환자 상태 파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의료 ․ 금융 ․ 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2019.5.16.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2019.12.12.)54)
을 통해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 ․ 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함을 강조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4)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다
양한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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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시스
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계한다. 그리고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여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
토하고, 법 ․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55).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주요 내용]
중점추진과제

주요 내용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 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 개발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 ․ 연계 체계

‐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 데이
터를 표준화하여 연계

철저한 개인 정보 동의 및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보호 체계를 구축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


서비스 개발을 지원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연계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 ․ 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의료정보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의료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 제도 개선을 추진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2019.12.13.

55)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 컨설팅 사업을 수행(’20.6~12월, 복지
부)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1년 예산 50억원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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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제21조56)에서는 의료데이터의 소유권은 환자 개인에
게 있으나, ｢의료법｣제22 및 23조57)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생성 및 보관 주체는 의
료기관으로 데이터의 주체가 상이하다. 즉, 개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신용정보 외에는 해당 권리를 보장하지 않
고 있어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58).그리고

기술발전 상황, 각국의 의료체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중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데이터 표준화 기준,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개인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등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5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 ․ 의료기관 중심에서 예
방․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그러나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
정보보호 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60), 법 ․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정
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56)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7)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
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 ․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
가기재 ․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존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58) 이준명 ․ 곽동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 ․ 통상 전략”, ｢TRADE FOCUS｣ 35호,
2020.9.
59) 김종엽, “ 개인주도형 의료정보 현안 및 발전방향”, ｢제3차 의료정보정책 전문가 공개포럼 자료집｣,
2018.11.30.
60) 개인정보이동권 도입에 관해서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기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 개인정보이동권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
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이 충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이동권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며,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안침해 문제가 더 쉽게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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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임상․진료 데이터 수집․공유 사업 개선 필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방대한 임상 ․ 진료 데이터를 생산61)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기관별로 보유하면서 데이터의 공유 ․ 활용은 다소 미흡하다. 2017년 의료기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제공 비율은 45.3%에 수준이고, 진료정보 제
공 방법도 전화(57.5%), 팩스(47.4%), 이메일(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62).
정부는 의료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공유가 미흡한 원인이 의료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체계와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법적기반의 부족 등이라고 설명한다63).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임상 ․ 진료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보건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진료정보교류사업’, ‘공통데이터모델(CDM)64) 개
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65) 인증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연간 환자 수, 연구역량 등을 갖춘 중대
형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비식별화된 진료기록 등 임
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를 구축하여 의료 연구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
하게 송수신하여,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의 거점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33개 병원이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공통데이터모델(CDM) 개발은 각 병원의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변경하여 포맷을 일치시키고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다기관 공동 연구 수행
이 용이하도록 공통의 데이터 구조와 저장 방식을 정의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은 CDM기반 정밀의료 데이터의 국내 표준안과 국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61)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종합 병원의 데이터 생산량은 하루 약 37만 건의 의무기록, 한
해 약 2백만 건의 영상진단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
6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2017.11.
63)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2018.12.
64) 공통 데이터 모델(CDM, Common Data Model)이란 각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다른 구조의 의료 데
이터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구조와 규격의 데이터 모델이다.
65)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
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 51

고 공통 플랫폼 개발과 CDM기반 정밀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
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을 도모하
는 사업이다.
[의료기관 데이터의 수집 ․ 공유 지원 주요 재정사업 현황]
구 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진료정보교류사업

부처


보건복지부

지정하고 비식별화된 진료기록 등 임상데이터웨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환자 진료에 참조
CDM기반 데이터의 국내 표준안과 국제 표준화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통 플랫폼 개발



개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대형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하우스(CDW)를 구축하여 의료 연구 활용을 지원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

주요 내용

CDM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



보건복지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
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
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기관 임상․진료 데이터 수집․공유 사업이 대형 병원의 정보시스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유한 임상 ․ 진료 데이터가 다양한 의료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사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재정사업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의
료기관의 데이터 수집 ․ 공유를 지원하여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 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가 제시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표준모델은 누적 환자수가 100만명
이상 수준의 의료기관이면서 체계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임상연구보호
프로그램(HRPP66)) 운영, 정보보안 인증 취득 등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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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표준모델(안)]
구 분

주요 내용


(보유량) 누적 환자수 100만명 이상 수준



(품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품질인증 Platinum Class 기준

* 전체 데이터 비중 대비 정합률 99.977% 이상

데이터


(표준화) HL7(기술표준), SNOMED-CT(용어표준) 등 국제적인 표준 준수,
EMR 인증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 리

활 용
생명윤리 ․
참여자
보안 ․
정보보호

(CIO) 부원장급 이상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직속 조직 운영



(거버넌스) 데이터 제공여부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



(원내) 의료기관 내 진료․연구 목적 데이터 활용 활성화



(원외) 기업 등 외부 협력 연구자와의 협력연구 추진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설치 및 운영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등 정보보안 인증 획득

*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망분리) 대용량 데이터를 집적하여 활용하는 연구용 PC의 경우,
인터넷망으로부터의 망분리 체계 운영 권장

기 타



(진료정보교류)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AI) AI 개발 ․ 평가 ․ 실증연구 환경 마련



(5G) 스마트병원 대응을 위해 5G기반 고속 무선 환경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공고문｣, 2020.6.8.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5개 대형병원을 신규 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원하였다67). 5개 주관기관인 대형병원들도 의료데이터 연구 기반구
축, 의료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를 2020년 8월 3
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선정된 컨소시엄
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2차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인프라 고도화 및 활용성
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66) HRPP(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 의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 연구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7) ◦(표준화 지원) 병원의 의료데이터 표준화 ․ 정제작업 및 병원 간 용어매핑 등을 지원하고, 의료
정보 국제표준의 보급 ․ 확산에 주력
◦(제도 정비) 보건의료 용어표준 등 데이터 표준 관련 제도 ․ 규제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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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지원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선도할 디지털

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의료데이터 연구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 아이티아이즈,

기반 구축

비주어터미놀로지

선순환적인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한 Learning

삼성 서울병원

스케어,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제약바

HealthSystem

이오협회, 대웅제약, 한국존슨앤드존스
메디칼

SHiNE
(Standardized

계명대동산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평화이즈, 다나아데이터, 아이알앰,
서울 아산병원

이지서티, 엔코아, 아산카카오메디컬데

4,793

이터, 라인윅스, 인브레인, 롯데정보통
신, 데이터스트림즈, 메타빌드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환자와 사회를
위한 “1,000만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492

술정보연구원, 사이앱스코리아

user)

고품질 의료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이지케어텍, 인피니트헬스케어, 과학기

ACNet Plus
(Allied data
Network
Platform for

3,541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이대서울병원,

Hospital
NEtwork)

Centered

3,200

삼성SDS, 스마트헬스표준포험, GE헬

(LHS)체계 수립

data-driven

총사업비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

4차 산업혁명을
헬스케어

참여기관/ 협조기관

아주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전자통신연구원, 파이디지털헬스케어,
대아정보시스템, 지니너스, 레몬헬스케

4,400

어, 미소정보기술, 솔비트, 태영, 위세
아이텍, AITRICS, 메디웨일, 헬스올

주: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과 의료기관 자부담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총 4개월에 불과한 과제기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들은 데이터를 활
용한 연구보다는 외부용역발주와 장비구입에 전체 예산의 70~80%를 집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각 과제의 데이터 활용 연구 결과보고서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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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이후인 2021년 6월까지 별도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대형 의
료기관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데이터 수집 체
계화․표준화, 공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5개 병원 컨소시엄별로 특화 DB68)를 구축했고
(2020.11.), 데이터활용 연구는 기존 목표 100개 중 81개 연구과제가 이미 IRB 승인
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69).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지원과제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

비 목

부산대학교
병원

삼성서울
병원

서울대학
교병원

서울아산
병원

세브란스
병원

1. 인건비

640

634

327

676

204.4

2. 운영비

2,142

1,563

450

2,557.7

848.6

152

2

174.5

303

208.9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0.2
14

5

2.4 임차료
2.5 일반용역비(a)
3. 여비
4. 자산취득비(b)
5. 기타 운영비
합 계(c)
일반용역비 및
자산취득비 비중((a+b)/c)

0.7

3

0.2

1

0.3

17

110

1,976

1,556

272

2,237.5

528

20

3

5

6

1

335

1,229

2,593

1,552.2

3,234

63

112

117

1.4

112

3,200

3,541

3,492

4,793

4,400

72.2

78.7

82.0

79.1

85.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주관기관 병원들은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이미 정부
의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70)에서 데이터 활용 연구지원 등
68) ①암(폐암,유방암,위암 등), ②심뇌혈관 질환(관상동맥질환), ③호흡기 질환(Covid-19, 천식 등), ④
기타질환(치매, 근골격계, 안질환 등)
69) 보건복지부는 1차년도 계획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연구의 과제 또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컨소시엄별 데이터 활용연구 우수평가교류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70)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10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수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한 병원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진료 균형체계로 전환, 연구개발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지정병원에 R&D자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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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표준화, 정보보호 기반구축 사업 간의 효과적
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체계
(1)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계획 필요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신
력 있는 약속된 형태로 정의하는 것으로서, 표준화의 대상은 용어 등의 데이터 표
준과 기술표준(장비, 통신네트워크,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보안 등), 업무표준(EMR
등 의료정보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71).
보건의료 데이터가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보급 등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공통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 체계가 필요하다72). 이에 대부분의 주요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정보 표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정보 표
준화를 국내 ․ 외 시장분석과 의료 정보시스템 기술 개발의 주도권의 확보 수단으로
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73). 대표적인 기관으로 미국의 국가보건의
료정보기술조정실(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이 있으며,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기능, 상호운용, 보안에 대한 표
준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한다.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5개 병원 중 부산대학교병원을 제외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71) 최경일,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향후 정책방향”, ｢HIRA 정책동향｣ 제7권 6호 2013.
72) 권태혁 외,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평가”, ｢보건산업브리프｣ Vol.290, 2019.11.25.
73) 정용식,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정보 표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17
no.7,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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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활성화 추진 현황]
구 분

주도기관

미국

ONC
Health

캐나다

유럽
호주

Infoway
EuroRec
COCIR
NEHTA
후생노동성

일본
JAHIS

추진 목표

국가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수립
의료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의료서비스 질향상
EHR시스템 인증, EU내 EHR 시스템 도입
유럽의 의료영상, 전자의료, 헬스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정보 교류
범 국가적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 기술의 우선과제 도출 ․ 추진
보건의료정보 분야 표준 채택 및 제정, 의료정보표준
관련 사업 추진
보건의료복지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술 향상, 품질 및
안전성 확보, 표준화 추진

자료: 경북대학교, ｢보건의료정보표준 발전방향 연구｣, 2014.12.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국가단위의 보건의료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총괄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적용, 인증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활동은 보건복지부, 국가기술표준원, 식
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표준
제정을 위한 보건의료표준화 위원회 운영, WHO-FIC74) 국제분류체계의 국내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공통데이터모델(CDM)75) 국내 표준모델 개발, 병 ․
의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표준화 및 인증, 대형 병원의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바이오헬스분야 국제표준화기
구 운영 지원, 바이오헬스 국가표준화로드맵 수립,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가표준 제
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 의료제품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표준 관
련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

74)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세계보건기구 국제분류체계의 집합)
75) CDM(Common Data Model):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로 변환하기 위해
정의된 데이터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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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표준화 부처별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보건의료정보표준, 보건의료표준화 위원회 운영, WHO-FIC 국제분류체계
국내 활용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 병 ․ 의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표준화 및 인증



대형 병원의 집적된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 ISO TC276(생명공학기술), TC215(의료정보), TC215/SC1(유전정보),

국가기술표준원

TC212(의료기기) 등의 산업 현황 및 표준 개발 동향 파악


바이오헬스 표준화 로드맵 개발 중(’20.12월 완료)



생명공학기술 전문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가표준 제정 3건,
개정 7건 등 진행 중(’2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분야의 국가산업표준(KS) 및 국제표준(ISO/IEC)
제 ․ 개정 및 관련 TC/SC 운영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
여 국내 중심의｢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지원 등 관리업무 및
WHO-FIC76) 협력센터77)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에 보건의료 표준화 정책 수립 지원, 국제보건의료 표준 및 용어 셋트 보급 등을
표준화 활동을 위탁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활동은 기관별
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78).

76) WHO 국제표준분류체계(WHO-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 질병(ICD), 의료행위(ICHI), 기
능 ․ 건강 ․ 장애(ICF) 등에 대한 국제표준분류체계로 의무기록 작성, 보험청구, 임상연구 등에 사용
(ICD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HI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Health)
77) 세계보건기구 국제용어표준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the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Terminologies, and Standards) : 국제표준분류체계 등을 개발 ․ 개정 ․ 교육 ․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
78) 보건복지부는 효율적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 중인 보건의료표
준화 사업을 2021년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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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표준화 지원기관 비교]
구 분


사업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표준화부)

(데이터표준활용센터)

보건의료용어표준 관리 및
고시 수행





(용어, 서식, 기술, 보안)의 업무

보건의료용어표준의 국내화 관리

기준 수립 및 확산

(한의학 추가 등)

사업수행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용 어

국내 보건의료용어표준에 대한
관리 및 고시를 수행



｢의료법｣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분석 ․ 활용 활성화를 위해 암,
심장질환 등 reference set 개발



건강검진 등에 표준용어 적용확대

다학제적 의학용어개념인 국제의
료용어체계(SNOMED CT)79)보급 ․
확산

서식/기술



진료정보교류 서식 개발 및 보급



WHO-FIC 협력센터

기 타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활용성 향상


WHO 국제표준분류체계
(ICD, ICHI, ICF)

의료데이터의 전송표준(FHIR80))

SNOMED CT NRC(national release center) 보급센터 운영



국가표준(KS)제정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정책과 사업은 중장기 로드맵이 없이 각 부
처별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표준화 체계를 검토
하여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표준화 계획 수립, 범부처 표준화 기구를 통한 부처․사업
간 연계 강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81).
79) 임상 문서와 보고서에 사용되는 코드와 용어와 동의어, 정의을 제공하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전
산적으로 처리가능한 의학용어(medical term)의 집합으로, 상호운용가능한 전자건강기록의 기반이다.
80)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는 차세대 의료정보표준 플랫폼으로 전자의료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의료 환경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Resource 형태로 구현하
고 이를 결합․제약․확장함으로서 다양한 의료정보들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표준안이다.(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2016.11.)
81)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타 부처와 협력하여 의료정보, 유전정보 분야 등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표준안을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선정된 국제 표준들의
KS 표준화 및 국내개발표준의 국제표준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보건
의료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 기준은 전무한 상황으로, 제안한 사업을 통해 표준을 개
발할 경우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ISO/TC 215(의료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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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미칠 수 있는 파
급효과와 영향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지
적이다82).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의료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그 원인은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저조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83). 이에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함께 데이터 품질관리
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에도 정부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2)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를 위한 면밀한 인증 제도운영 필요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
록부 등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전자의무기
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사용
할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한다.84)85)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로 도
입하고,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 ․ 의원은 대부분 상용솔
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가 어려워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86).

TC215/SC1(유전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2) 권태혁 외,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평가”, ｢보건산업브리프｣ Vol.290, 2019.11.25.
83) 최혜린 외, “의료기관 빅데이터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사례 분석”, 한국빅데이터학회지, v.2 no.2. 2017.
84)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
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85)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2호)
8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 20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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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하고자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EMR)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87).
동 제도는 진료환자 관점에서는 의료정보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의료기관 관점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확
보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도모하는 데 있다. 산업계 관점에서는 국
내 전문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인증제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구분한다. 제품인증은 의
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이며,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이 자체적으로 EMR제품을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인증제 종류]
신청주체

인증종류

인증대상

의료정보업체

제품인증

의료정보업체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

사용인증
의료기관

제품인증/
사용인증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상용제품을 재개발한 경우
포함)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을 인증

자료: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his.or.kr/menu.es?mid=a10201010000)

87) ｢의료법｣
제23조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
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
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 ․ 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
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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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 인증 기준은 기능성 62개 항목, 상호운용성 10개 항목, 보
안성 14개 항목이며,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로 3가지 인증유형으로 구분한다.
[전자의무기록(EMR)인증제 인증유형]
구 분

내 용

유형1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유형2

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유형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홈페이지(http://emrcert.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절차는 신청기관의 자가점검, 인증신청, 인증심사(심
사팀구성, 신청문서 검토, 현장심사 등), 인증위원회 심의 ․ 의결, 인증공표 단계를 거
친다.
첫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소규모 의원급의 전자의무기록 인증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의원급 병원의 인증제 확산을 위한 지원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품인증은
13건, 사용인증은 35건이다. 인증 건수는 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인 유형
3의 인증 비율이 높았으며, 소규모 병 ․ 의원급인 유형 1의 인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는 67,630개소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병의원 등 규모가 작은 의
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건수가 낮은 상황이다.
[전자의무기록(EMR)인증 현황]
(단위: 건)

구 분

유형1

유형2

유형3

합 계

제품인증

2

2

9

13

사용인증

6

13

16

35

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홈페이지(http://emrcert.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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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상급 ․
종합병원

병 원

요양병원

의 원

치과병원

개 소

353

1,456

1,560

31,718

237

비 중

0.5

2.2

2.3

46.9

0.4

구 분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기 타

합 계

개 소

17,668

307

14,295

36

67,630

비 중

26.1

0.5

21.1

0.1

100.0

주: 기타는 조산원, 보건의료원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 제품은 현재 355개
종류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품인증 건수는 13건에 불과하여 제품인증 확대
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상용화된 전자의무기록(EMR) 제품 수]
(단위: 개)

구 분

합 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원

요양병원

의 원

합 계

355

42

158

118

49

66

상용S/W 제품

66

-

17

44

32

51

자체개발 제품

289

42

141

74

17

15

주: 2020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 기준이며, 상용S/W 제품 중 요양기관 종별구분
없이 사용되는 동일제품 중복(78개) 제외
자료: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둘째, 향후 전자의무기록 인증 심사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양성과 인증제도의 면밀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기관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인증기관은 내
외부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신청문서 검토와 현장심사 등
을 수행한다88).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내부 직원과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으로
88)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제3조(인증기관)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심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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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고 있다.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전문가
로서 자격 기준에 따라 ‘의료정보관리심사원보’, ‘의료정보관리심사원’, ‘의료정보관
리선임심사원’으로 구분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의료정보관리심사원보 자격은
47명에게 발급되었다.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기준 및 자격 발급 인원]
(단위: 명)

구 분

자격기준

발급인원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2)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료정보 관련
의료정보관리
심사원보

분야 5년 이상인 자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분야 7년 이
상인 자

47

3)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양성과
정을 통과한 자
1) 심사원보 자격을 기 확보한 자
2) 심사원 보수교육 과정을 통과한 자
의료정보관리
심사원

3) “제품인증” 심사에 심사원보 이상의 자격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자. 이 때 3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

0

족시켜야 한다.
① 현장심사일수 10일 이상
② 현장심사 全과정에 2회 이상 참여
1) 심사원 자격을 기 확보한 자
2) 선임심사원 보수교육 과정을 통과한 자

의료정보관리
선임심사원

3) “제품인증” 심사에 심사원의 자격으로 최소한 8회 이상
현장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때, 8회 이상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① 현장심사일수 30일 이상
② 현장심사 全과정에 4회 이상 참여

자료: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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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자격 기준을 갖춘 인원에 대해 선착순으
로 양성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89), 선발된 인원에 대해 온라인 교육으로 4일간 진
행한 뒤 일정한 자격 시험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
다90).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정보관리심사원의 인력 확대를 위해 자격 요건
을 충족하면 교육대상자 선발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교육과정 개요(1회차 기준)]
구 분

자격기준

교육인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보유한 자에 대해 선착순

선발방식
교육인원/시간

접수 후 제출서류 결격여부 확인
100명(1회차 기준) / 4일 (약 28시간)

교육방법/비용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Zoom) / 무료

교육내용

합격률



EMR 인증제도 소개 및 고시



심사원 인성교육



인증기준 및 심사가이드



심사실습 및 자격시험

70% 이상

자료: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자발적인 정보화 개선 여력이 부족한 1, 2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자
의무기록(EMR) 제품 확대 ․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91). 동 사업을 통해 2021년 4월까지 의원급은
3,000개소, 병원급은 30개소(3개 컨소시엄), 종합병원급은 10개소(2개) 이상이 지원
되어 2021년에 3,000개소 이상의 인증 신청이 예상된다.
89) 보건복지부는 교육대상자 선발은 인증제 고시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교
육대상자 선정하고 있다. 단, 교육 회차마다 제한된 정원으로 인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선착순으로 교육대상자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90) 보건복지부는 인증심사원은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3일간의 이론교
육과 1일간의 실습교육으로 진행하며, 인증기준 86개 내용과 심사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
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1) 동 사업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도입 의료기관의 컨소시엄에 대해 전자의무기록(EMR) 제
품개선 및 인증획득, 현장활용을 조건으로 개발비(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65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제도 도입 초기로서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 수요에
비해 의료정보관리심사원 수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위해서는 병원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료정보관리심사
원 양성 교육 기간과 교육 수준, 자격시험 등이 면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92).

라. 소결
정부는 그간 바이오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고 데이터
관리와 활용도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 ․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 등의 공통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암 데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
민간을 포함한 범부처 암데이터 수집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 높은 의
료서비스 제공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
인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방대한 임상․진료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공
유․활용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
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중
심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데이터 공유 활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공통된 데이터 표준화 및 품
질 보증 체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으로 분산된 표준화 활동을 범부처 표준화 체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도는 환자 의료정보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보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원급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충실
한 인증심사원 교육과 자격심사제도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92) 보건복지부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객관
적인 자격검증시험을 통해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최종 인증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격 부
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자격시험 문제은행 구축 등의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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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가.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
(1)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현황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2월 4일 공포,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
법)을 말한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심의 ․ 의결 기구에 머물렀던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를 중앙행정기관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집행 권한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정
의의 판단기준 명확화, 가명정보93) 개념 도입 및 가명정보처리94) 시 준수의무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가명정보의 도입
등으로 개정되었다.

93)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 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
다. 익명정보는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9.)
9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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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
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이관

등에 관한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신용정보의

결합만 허용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 등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
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자료
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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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의 시행으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95).
[개인정보 가명처리 후 활용 가능 대상]
구 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주요 내용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
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9.

가명정보 결합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
여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96) 및 관련 고시97)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98)
9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
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9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의2~4
97)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9호, 2020.9.1.)
9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
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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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 ․ 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 지원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0.29.

(2)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 마련
보건의료분야의 가명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9.25.)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전
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을 지정(2020.10.29.)
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가장 먼저 가명정보 결합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2020.11.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11.2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2021.1.8.)가 관련 분야 데이터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
[부처별 결합 전문기관 지정현황]
분 야
보건의료
국토교통
이종산업

부처명(지정일)
보건복지부
(2020.10.29.)
국토교통부
(2020.11.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1.27.)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2021.1.8.)

지정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삼성SDS, 통계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자료: 각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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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
소벤처기업에게 법 ․ 제도 정보제공, 교육지원, 가명정보 적정성 평가 지원 등을 강
화하여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만
수행가능하다99).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가명처리하
여 결합을 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관 내부의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나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만 거치면 가능하다100).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101)의 주관기관인 상급 대형
병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인의료정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를 실시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병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주관기관별 비식별화 조치 방안]
과제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헬
스케어 의료데이터 연구 기반 구축

주관기관
부산대학교병원

선 순환적인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한 Learning Health

삼성서울병원

System(LHS)체계 수립
SHiNE (Standardized
data-driven Hospital NEtwork)

서울대학교병원

ACNet Plus
(Allied data Centered
Network Platform for user)
환자와 사회를 위한 “1,000만명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비식별화 조치 방안

개인정보 가명처리, 의료데이터
폐쇄분석환경
개인정보 가명처리(동형암호,
연합학습), 독립된 데이터 분석환경
개인정보 가명처리, 데이터 유출
없는 연구 협업 환경구성
개인정보 가명처리, 폐쇄 연구용
플랫폼(폐쇄분석환경)
개인정보 가명처리, 폐쇄분석환경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9., 7p.
100)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절차와 유사하게 처
리하는 것을 권고한다.(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9. P. 52.)
101) 민간의료기관 보유한 진료정보와 임상정보 등을 체계화하여 과학적 연구활동에 활용되도록 지
원하는 사업이다.

∙ 71

보건의료 데이터는 가명처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의
결합이나 다양한 추론기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 데
이터의 가명처리는 매우 엄밀한 적정성 평가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 대기업 등을 제외한 소규모 의료기관
이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
문인력도 부재하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9%)’, ‘전문인력 부족(27.4%)’, ‘법률의 이해(27.1%)’, ‘기
술적 전문성 부족(20.2%)’, ‘예산부족(20.0%)’ 등의 순으로 특히, 소규모 기업일 경
우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시행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

직원
규모

구 분

개인정보
처리절차
복잡

전문인력
부족

법률의
이해

기술적
전문성
부족

예산부족

전 체

49.0

27.4

27.1

20.2

20.0

14.4

5~49명

50.7

33.8

30.1

17.0

19.3

12.3

50~299명

45.1

23.3

25.7

22.2

21.2

17.1

300명 이상

50.0

20.1

23.1

23.9

19.9

15.0

기 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안전부,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20. 4.

정부는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결합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6.)을 발표한
바 있다102). 이와 함께 관련 부처별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비식별 조치 이행 권고, 비식별 조치 적
정성 실태 점검, 관련 정책 ․ 제도 ․ 기술동향 조사 및 연구,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102) 비식별조치는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삭
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비식별
조치 방법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있다. (자
료: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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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2016.08.01.)하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비식별 조치 이행권
고,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교육 및 컨설팅, 기업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등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부처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지정 현황]
소관부처

전문기관명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edu/inf/8.do)

그러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비식별조치 전문기관 지정 이후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컨설팅, 교육, 전문가 풀 제공 실적 이외에 데이터 비식
별 조치 적정성 평가103), 데이터 결합지원 실적은 전무하여 정부의 비식별 전문기
관 지정 제도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실적 현황]
(단위: 건)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컨설팅

0
2
10
5
8
4

교육

0
2
1
0
0
3

2
8
4
8
0
22

전문가

비식별조치

데이터

풀 제공

적정성평가

결합지원

0
0
0
0
4
4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1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식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이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정보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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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부터 부처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과는 별도로 ‘가명정보 기술지원 허브’104)를 운영하고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상담, 컨설팅, 교육, 테스트베드, 결합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105)

[가명정보 기술지원 허브 지원내용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상담. 안내
교육
컨설팅

가명정보 관련 상담안내
가명정보 관련 기초, 활용, 심화 과정 운영
기업, 공공기관 등에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지식 등 지원
영세사업자들의 실제 적용에 앞서 안전한 활용에 대한

테스트베드
결합지원

실습경험을 제공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결합처리 지원
※ 신청 및 접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및 전송 등
합계

예 산
’20년
’21년

80
100

630
150

457

457

513

633

1,150

1,87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기술지원 허브’는 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106), 비식별처리정보나 가
명정보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적은 아직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부처별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의 운영 실적이 미흡했던 이유
는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
과 대형 의료기관 등이 기관 자체적인 개인정보 관리 및 가명처리 인력과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의 실질적인 수요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운영 중인 ‘가명정보 기술지원 허브’의 지원 대
상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
1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150백만원,
2020년 1,870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1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
치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으며(2020년 3월 30일 부처합동 정책설명자료에 기재) 부처별 비식
별조치 전문기관 지정도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06) ‘가명정보 기술지원 허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 민간 구분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2020년도 종합컨설팅 4건 중 3건, 부분컨설팅 30건 중 18건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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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가명정보 활용 테스트 지원, 가
명정보 처리 적정성 평가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107).
둘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정부는 공공 ․ 민간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데이터 결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가명
처리와 데이터 결합이 되도록 다각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겸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 활용 경험을 조사한 결
과, 공공기관은 2018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16.4%, 민간기업은 7.9%로 나타났으며,
분석․활용 경험은 없으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7.5%, 민간기업이
2.5%로 조사되어 데이터 활용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빅데이터 활용 시 공공기관은 ‘다수 법제 혼용에 따른
혼선’(44.2%), ‘개인정보 포괄적 정의 규정’(42.1%) 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포괄적 정의 규정’(46.%)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 제공에 대한 동의 규정’(35.8%),
‘위법한 활용 시 강력한 처벌 우려’(27.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터 활용시
시 개인정보보호 법규상 문제가 될 것 등을 우려하여 실제 활용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한계]
(단위: %)

구 분

‘개인정보’
정의 규정
(포괄성 등)

개인정보
수집 ․ 제공에

위법한
활용시

안전성
확보조치

대한

강력한

적용의

동의규정

처벌 우려

어려움

다수 법제
혼용에 따른

기 타

혼선

공공기관

42.1

38.2

27.1

39.5

44.2

3.3

민간기업

46.4

35.8

27.4

25.0

12.3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안전부,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2020.4.17.

1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공공 ․ 민간에서 원활히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적정성 검토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 기술 ․ 장비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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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
되었고, 정부는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정책 ․ 여건108)이 마련되면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촉진될 것
으로 기대된다109).
또한 정부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2020.4.29.) 등을 통해 가명정보
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합된 가명정보의 외부반출 기준 등을 정립해
오고 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개선) 민감정보가 가명정보 처리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개선) 의료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방법,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 ‘의료데이

데이터 ․

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이후

AI

에는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님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 가
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결합된 가명정보 전문기관 외부반출 기준 정립
‐ (개선)개인정보법(승인)과 신용정보법(적정성) 평가기준에 대한 해설서 마련

의료
신기술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제약 ․ 의료기기
등 관련 기술 ․ 제품개발 가속화(가이드라인 마련, 8월)
‐ (개선)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월)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관계부처 합동,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2020.4.29.

108)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9.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9.24., 보건
의료분야 9.25., 교육분야 11.26.),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운영(11.20.), △결합전문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9) 진료기록, 유전정보 등의 민감정보도 가명처리 후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연구, 통계 작
성, 공익적 기록보존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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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조치 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
해 민간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시도 자체가 활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과거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가입차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표본데
이터셋 52건(6,420만명분)을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사례가 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민간 보험사들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므로 보건복
지부는 이를 중단시키고 종합적인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었다110). 국정감사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지만 시민단
체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24개 기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
(’17.11.)하였고, 최종 불기소 처분 결정(’19.6. 서울고검)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도입의 법제도 개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가명정보 결
합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의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
범사례 과제는 ‘의료+인구’ 분야 등 5대 분야에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등 7개 과
제가 있다.

110)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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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보사례(안) - 5대 분야 7개 과제]
분야

시범사례

정보보유기관 및 대상정보

이용기관

(암센터, 병원) 암 치료 임상정보
의료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건보공단) 진료정보

+
인구 ② 암 환자의 합병증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암센터, 병원) 암 치료 임상정보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건보공단) 진료정보
금융
+
보훈
소득
+
복지
통신
+
유통
레저
+
건강

③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보훈처) 생활안정지원
(신정원) 개인신용정보
(사보원, 연금공단 등) 사회보장정보
(행안부) 재산정보
(국세청) 소득정보 등
(인터넷진흥원) 스팸정보

(통신사) 스팸의심정보,가입정보
⑥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통신사) 위치정보
소비패턴분석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유통사) 연령 ․ 지역별 구매내역 등
(임업진흥원) 산림치유자정보
(건보공단) 의료정보

결합전문
기관

암센터

통계청

암센터

건보공단

보훈처

신용정보원

사회보장
위원회
인터넷
진흥원
통신사
임업
진흥원

협의중
협의중
과기정통부
지정기관
건보공단

자료: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결합 추진현황 및 시범사례｣, 2020. 11.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결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필
요가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
한 국민적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간 상충성을 해
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
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데이터 가명처리 방식111),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 보유자의 면책범위, 갈등조정 절차, 피해 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이고 작동가능한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111) 개인정보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서로 결합될 경우 개인식별이 불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특성에 따른 가명처리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가
이드라인에는 가명처리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기술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
어 있지 않다. (자료: 한윤수·류현숙, “데이터 3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ISSUE PAPER｣
88호, 한국행정연구원,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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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근로정보, 개인영상정보 등 다
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올해 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12)됨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의약품 ․
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 ․ 공공기관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정 의무대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 ․ 진단 제도는 현재 5개이다.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구 분
적용대상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준진단

영향평가

관리실태점검

공공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기업 ․ 기관

공공기관
도입취지

안전조치조사

고유식별정보처리
(5만명 이상)
기업 ․ 기관

인증제도

기업 ․ 기관
개인정보 ․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

법 위반

고유식별정보

정보통신

보호수준

위험분석․ 개선

사실 확인

안전성확보

서비스의

제고
점검방식

ISMS-P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전한관리
의무(ISMS)/
자율(P)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113)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 대
응 활동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
이다.114)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
112) 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
보의 합리화,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일원화 등이다.
113)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114)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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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제도115)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기준116)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안전조치 조사는 고유식별정
보 실태조사라고 하며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
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2년/1회 이상) 점검하는 제
도이다11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제47조118)에 근거하여 기업이 주요

115)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
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
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11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
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
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17)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
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18)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 ․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
여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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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 관리 ․ 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여 인
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2
조의2119)에 근거하여 정보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
지속적으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
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8년 11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기존의 ISMS와 PIMS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에 따른 기
업 부담 해소를 위한 것으로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추진체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119)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
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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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 의료기관이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외에 정부의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체계 획득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1월말 기준으로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수는 총 830건이며, 그중 ISMS
720건, PIMS 24건, ISMS-P 86건이며, 이 중 공공․민간의료기관이 받은 인증 현황은
ISMS 60건, ISMS-P는 1건이다. 공공 ․ 민간의료기관의 인증 범위는 주로 의료정보
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
무대상기관이기 때문에 60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은 의무대상기관120)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
득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유형별 인증서 유지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5

ISMS

415

470

517

601

677

720

60

PIMS

41

63

71

76

35

24

-

-

-

-

-

43

86

1

ISMS-P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관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121)에 따라 의료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의
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H-ISAC122))를 설립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관제, 정보공유, 침해대응, 교육 및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120)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다.
1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122) Healthcare-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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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123)를 통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개인정보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민간주도의 개인정보 자
율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124). 향후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
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실태에 대한 점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
며,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
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정보 활용 능
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이 되도록 다각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겸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
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높
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의
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3)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발적 규제활동으로 정부의 심사를 받아 지정 ․ 승인된다.
124) 2019년 행정안전부의 905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하반 기관은 597개, 처분건수는 854건에 달했다. 이 중 민간기관은 359개 기관(58.7%)에서 491건
의 처분을 받았으며, 민간기관은 병원 등 의료기관(82.5%), 숙박기관(83.3%), 학원(85.7%)의 개인
정보법 위반 행위가 높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 조치 미흡, 개인정보의 미동의 및 과도 수
집, 동의 및 고지 방법 위반, 위수탁 관리 위반, CCTV 관리 위반 등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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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활용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
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금융, 환경, 문화 등 10개 분야이고, 각 플랫폼에는 데이터
수집 역할을 하는 8~14개의 센터가 연계되어 있다. 구축된 데이터는 빅데이터플랫
폼 통합 데이터지도 홈페이지125)를 통해 공개되고,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구매하
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구성 및 주요내용]
분야
금융

환경

센터 구성

10개(노타, 닐슨코리아, 다음소프트,
SBCN, 망고플레이트 등)
10개(기상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플랫폼 주요내용

금융(대출, 보험, 증권), 비금융(통신, 소
셜, 유통, 미디어, 상권) 데이터를 융합하
여 소상공인 창업 지도 서비스 등 제공
물, 기상 ․ 기후, 미세먼지, 지질 ․ 재해,
생태 ․ 자원, 화학․물질, 환경SNS 등의 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이터를 융합하여 맞춤형 수질정보 서비
스 등 제공
문화, 숙박, 레저, 음식, 상권, 도서 ․ 출판

문화

11개(국립중앙도서관, 국민체육진흥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문화여가 종합

공단, 문화예술위원회, 야놀자 등)

정보 서비스 및 한류 비즈니스 매칭서비
스 등 제공
실시간 교통량,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교통

10개(울산정보산업진흥원, 포항테크

블랙박스, 유동인구, 주차 등의 데이터를

노파크, 아이나비, SKT, KT 등)

융합하여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서비스

헬스

10개(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

케어

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125) https://www.bigdata-map.kr/

84 ∙

등 제공
10대 암종별 임상데이터를 융합하여 암
진단 ․ 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 활용

분야
유통

통신

센터 구성

10개(나이스디앤알, 다음소프트,
데이블, 로플랫, 빌트온, 식신 등)
14개(비씨카드, 인터넷진흥원, 인천테
크노파크,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대 등)

중소
기업

10개(빅밸류, 한화손해보험, 한국생

지역
경제

8개(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일자리재

산림

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단, 더아이엠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비글, 아로정보기술, 인포보스,
복지진흥원, 시선아이티 등)

플랫폼 주요내용

유통상품, 카드결제, 택배송장, SNS 등
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업종 서비스 등 제공
유통인구, 상권, 카드소비, 관광, 교통카드정
보,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권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등 제공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기업
고용․복리후생, SNS 등이 데이터를 융합하
여 기업 경영정보 분석 서비스 등 제공
지역화폐 결제정보, 기업정보, 경기도 인
구 ․ 주거 ․ 환경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 소비패턴 분석 서비스 등 제공
임업, 등산로 ․ 숲길 ․ 자전거, 항공영상 등
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트래킹 서비스 및
산림재해 예측 서비스 등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
하여 공공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자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https://hcdl.mohw.go.kr/BD/Portal/Enterprise/DefaultPage.b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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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보건의료 통계 데이터 약 2,040종,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1,160종 등이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분야 플랫폼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대규모의 보건의
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감정보라는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접근
성, 활용성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타 산업 간의 데이터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
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요와 품질 측면에서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 개시126) 후 2020년
11월말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는 2,592종이고, 활용데이터 종수는
1,992종에 활용건수는 68,085건이다. 이 중 헬스케어 분야인 ‘암 빅데이터 플랫폼’의
등록 데이터는 2020년 11월말 기준으로 97종이며, 활용데이터는 72종, 2,910건으로
집계되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 활용건수(2020년 말 누계)]
(단위: 건, 종)

분 야

데이터종류

활용데이터 종류

활용건수

금 융

188

176

8,266

환 경

470

458

18,101

문 화

650

444

4,375

교 통

151

126

5,747

헬스케어

97

72

2,910

유 통

168

117

6,817

통 신

160

155

11,318

중소기업

266

85

2,110

지역경제

163

132

2,389

산 림

279

227

6,052

합 계

2,592

1,992

68,085

주: 2020년 11말 기준으로 개인․기업․기관의 데이터 활용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 분야별로 2019년 11월 또는 12월에 플랫폼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까지
분야별로 플랫폼 정식 운영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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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헬스케어 분야 ‘암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이용실적인 2,910건의 대
부분은 암 관련 통계자료, 메타 데이터 등이며, 실질적인 원천 데이터라고 볼 수 있
는 임상 ․ 진료 데이터 활용 건수는 27건으로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으로 이용 가능 데이터는 각
기관이 보유한 개인단위의 건강상태, 진료정보 등의 데이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보건의료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정보개방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연계되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현황]
기관명
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주요 내용

국민건강검진, 보험료 청구 ․ 지급내역 및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장기
요양보험, 공급자 관련 정보(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등 약 3조
4천억 건(356TB)
상세 보험료 청구 ․ 지급내역, 약제 처방내역, 의료기관 인력 ․ 장비 정
보 등 약 3조 건(300TB)
인체자원은행, 만성질환 ․ 감염성질환 ․ 영양 등 조사정보, 검역 ․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관한 보건행정정보 다수 보유
암 등록정보, 암 종별 레지스트리 정보, 암 유전체정보, 국가 암통계
정보 등 암에 관련된 종합적 정보 보유

자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 2018.1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에 데이터 신청은 2019년 37건이었으며 이
중 승인은 16건, 2020년에는 신청 9건, 승인은 3건이었다. 그러나 제공된 데이터 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이 보유한 기
관별 데이터이며,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한 건수는 2020년에 3건이다.

∙ 8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 신청/기각/승인 총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신 청

-

37

9

기 각

-

21

6

승 인

-

16

3

연계제공

-

-

3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의료 데이터는 데이터의 다양성, 비구조적인 형식, 전문가/환자의 개인 편차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 해석 가능성, 여러 변수로 인한 복잡성, 법적인 규제 등으로 데
이터 활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7).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활
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유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는 데이터 반출이 제한된 물리적인 폐쇄환경에서 데이터 활용과 분석이 가능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데이터 품질관리와 활용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128)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예산․인력
확보, 교육 실시 등)와 개방수준(데이터 개방정도, 개방데이터의 관리 등)은 양호한
반면, 민간 활용지원수준(각종 활용지원정책, 오류신고 적기처리율)과 품질수준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9).

127) 의료 관련 데이터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과 같이 형태가 다양하며, 동일한 형태에서도 정형과
비정형이 혼재된 비구조적인 형식으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자의 개별 특성으로 인해
여러 환자 사이에서 동일한 데이터라도 개인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의료진의 전문 분야와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으며, 환자 보호를 위한 개인 정보 비식별화와 같은 법
적인 규제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자료: 박재호,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동향”, ｢HIRA 빅데이터 브리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1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가․감점) 5개 영역
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129)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영역별 평균점수 : 관리체계 67.8점, 개방 65.8점, 활용 50.9점, 품질
58.4점(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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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분야 비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공공행정

24.2

교통물류

14.8

식품건강

7.8

국토관리

19.7

보건의료

13.3

법률

7.8

환경기상

19.4

재난안전

11.2

사회복지

7.7

문화관광

18.9

재정금융

10.0

통일외교안보

0.8

과학기술

15.7

산업고용

8.5

기타

2.2

교육

15.3

농축수산

8.4

-

-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0.2.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3.42점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품질에 만족하지 이유는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데이터 갱신 관련’, ‘개방표준 관련’ 등으로 조사되었다130).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데이터3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
융업과 의료보건업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기
업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와 타 산업간 데이터 융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개방 현황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다.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 수준을 넘어 가명화 등을 통해 보다 세
부적인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이용자의 수요(어떤 정보, 언제, 어떻
게 개방)를 파악하고 데이터 개방 대상, 범위, 포맷 등을 계획할 필요다는 의견이
있다131).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질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제공이 필요해보이나,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과 품질 평가활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업체, 의료기관 등 이해 관계자
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130)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0.2.
131) 오지은 등, “해외 세금(기업)․의료 데이터 개방 현황 및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Global Open
Data, Now｣ 제23호, 한국정화진흥원,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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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하고 복잡한 의료 데이터에서 미묘하게 구분되는 특정 패턴을 찾고 비교
평가하는 작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강점으로132),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경
우 기존 기기 보다 성능, 효율 그리고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
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 ․ 예측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
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의료 문헌(임상논문, 임상
학회의 가이드라인 등), 의료영상 등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L[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기술개발의 장점]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대표 과제로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133)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문분야별로 범용성이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1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
축하였고, 4억 2,130만 건이 개방되었다.

132) 박재호,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동향”, ｢HIRA 빅데이터 브리프｣,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19.
133)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2-305)’의 내역사업인 지식베이스 구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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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개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설명회 자료｣,
2020.7.20.

[인공지능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현황]
연 도

구축분야

개방실적

분야 예시

2017

4종

750만건

2018

7종

1,100만건

질병진단(안저질환), 관광, 농업, 한국어 음성 등

2019

10종

2,800만건

한영 번역, 사물 이미지, 사람동작 영상 등

2020

170종

37,480만건

문서요약, 자유대화 음성, 암 진단, 자율주행 영상 등

합 계

191종

42,130만건

법률, 특허, 일반상식, 한국형 이미지

주: 2020년 12월말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질환별 의료영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에 유방암 엑스레이, 안저질환 이미지 등 3만건, 2020년에는 뇌MRI 이
미지 21만건, 치아 ․ 치주 질환 이미지 1.4만건, 위암 ․ 대장암 ․ 신장암 ․ 소기계 및 신
장계암 ․ 담당암 ․ 췌장암 ․ 폐암 ․ 갑상선암 등의 진단 의료 영상 3만건이 구축되었다.

∙ 9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현황 및 계획]
연 도

구 분

'19년

유방암, 안저질환

본예산

질병진단 이미지
유방조직, 부비동

'20년

질환 진단 이미지

본예산

치매진단 뇌영상

과제내용


유방암 엑스레이, 안저질환 이미지 3만건



유방암 조직, 부비동 질환 이미지 10만건



뇌MRI 이미지 21만건

구강악 2D ․ 3D 이미지 

치아 ․ 치주질환 이미지 1.4만건



위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대장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신장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전립선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소화기계 및 신장계암 3만건



담낭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췌장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폐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갑상선암 진단의료 영상 3만건



유방암 진단 의료 영상 3만건



뇌혈관 질환 진단의료 영상 2만건



치매 진단 의료 영상 2만건



인지기능 장애 진단음성/대화 500시간

수면질



수면다원검사 판독 데이터 7백만건

피부질환



피부 질환 진단 의료 영상 4만건



구강 질환 진단을 위한 의료 영상 1만건



치과 질환 진단을 위한 의료 영상 4만건



뇌경색 예방 및 진단, 치료 활용 뇌영상 5천건



재활 운동 활용 센서 모션 데이터 200시간



건강관리 음식 이미지 3백만건

소화기계 암
신장계 암

간췌담도계 암

체부암
'20년
추경
신경계질환

구강계 질환

진료 및 건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AI학습용 데이터 셋 제공 건수는 2018년 905건에
서 2020년 3만 2,008건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실적은 164
건(’19.11월 ~ ’20.10월)으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건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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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용 데이터 셋 제공 현황]
구 분

2018년

활용 건수

905건

2019년

16,172건

2020년

32,008건

합 계

49,085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의료 데이터의 경우도 민감정보로서 다른 분야 데이터와는
다르게 완전한 대외공개가 어려워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인 접근이 차단된 ‘데이
터 안심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134).
의료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등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질 높은 데이터
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용 데이터는 혁신의료기기 제품의
성능 및 유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데이터의 유효성이 일
관되게 유지되도록 면밀한 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과 데이터의 품질 평가 활동을 지
속할 필요가 있다.135)
또한, 정부는 데이터 제공 건수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의료기기, 헬스
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가 있다136)137). 그리고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를 비롯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38).
134) ① K-ICT 빅데이터센터(판교)에서 운영 중인 헬스케어 안심존 이용예약(온라인) → ② 예약일에
K-ICT 빅데이터 센터 방문 → ③ 센터 내 안심존 가상PC 배정 → ④ 안심존에서 데이터 학습 및
AI모델 개발 → ⑤사용자는 학습된 AI모델 파일을 운영자에 요청하여 반출(데이터는 반출X)
135) 식품의약품안전처,｢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9. 10.
136)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위원회별 분석)｣, 2020.6.26.
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및 우수사
례를 매년 발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8) 의료기기산업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현황 및 이슈(1)”, ｢KHIDI 브리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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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R&D사업 사업화 현황
(1)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 사업화 성과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진료 ․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환
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정밀의료를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설명한다.139)

[정밀의료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

정밀의료 기술의 특징은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
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해당 그룹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정밀의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예시]
구 분

예시

각종 오믹스 데이터* 및 기타 등
유전정보

*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Proteome), 후성
유전체 (Epigenome),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등

임상정보

영상 데이터(MRI, CT, 분자영상, 병리검사영상 등), 전자의료기록
(EMR/EHR), 환자 건강 기록, 약물순응여부 등

생활습관 정보
(라이프로그)

활동량 정보, 영양 데이터, 자가 측정 임상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등

기타

인체유래물(바이오뱅크)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밀의료 기술｣ 기술영향평가 자료, 2020.6.23.

13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정밀의료를 통해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 2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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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사회경제적인 쟁점으로 부상
하였고,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융합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한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정밀의료 발전계획(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하고 정밀의료를 보건의료의 새로운 정책이자 차세대 패러다임으
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PMI 발표를 전후로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도 속속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의 국가 주도 연구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140).
우리나라 경상의료비141)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잠정치 기준 154
조원으로 GDP 대비 8.0% 수준이다142). 1인당 경상의료비는 2,972천원으로 최근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경상의료비
GDP대비비율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78.3

110.3

120.4

130.5

143.2

154.0

5.9

6.7

6.9

7.1

7.5

8.0

주: 2019년 잠정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보건계정 통계표

우리 정부는 정밀의료를 통해 개인 맞춤형의료 지원으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질병치료 ․ 신약개발이 가능
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왔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9.),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5.) 등에서 정밀의료 기술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2017년부터 정밀의
료 분야 R&D과제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2018년 누적 기준으로 75개 R&D과제에
431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0) 윤혜선,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법학논총｣,
Vol.35 No.4, pp. 55~91, 2018.
141)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말한다.
142) 경상의료비의 OECD국가 평균은 8.8%이다.(영국 10.3%, 일본 11.1%, 프랑스 11.2%, 미국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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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분야 국가R&D과제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15~’18

2018

누적

과제수

1

9

28

37

75

연구비

700

2,665

10,073

29,691

43,129

주: 국가R&D과제명 중 “정밀의료” 단어의 유사일치 검색방식으로 분석
자료: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re.kr) R&D투자현황분석

대표적인 정밀의료 R&D과제인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
과, 사업화 성과 창출 단계에서 암 진단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정밀의료 병
원정보시스템 국내외 보급 등은 R&D사업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
부는 관련 재정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표적인 정밀의료 분야 R&D과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
진하고 있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정밀의료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8월 ‘국가전략프로젝트143)’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로 이어져
오고 있다. 동 사업은 개인 유전체 및 임상데이터,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맞
춤형 예측 의료를 통해 암 진단 ․ 치료법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과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
템(P-HIS144)) 개발 사업단’이 있다.

143) 2016년 8월 10일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였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
상증강현실,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이다. 이 중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은 2016
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변
경되어 기술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144) P-HIS(Post, Personalized, Precision-Hospital Information System)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병원정보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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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 개요]
(단위: 억원)

구 분(주관기관)

총사업비

사업기간

주요 내용

암 정밀의료 대규모 융복합 통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429.8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17~2021

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5년)

선도 정밀의료 암 진단 ․ 치료법
을 개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308.54

2017~2021
(5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C-HIS)의 개발을 통해 국내 ․ 외
병원에 보급 ․ 확산

(고려대학교의료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단계별 성과목표는 1단계에서 정밀
의료 기반 암환자 진단법을 확립하고 암치료제 임상시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2단계 목표는 정밀의료 기반 임상시험, 정밀의료기반 암 치료제 적응증 확대 및 신
약승인, 임상 ․ 유전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성과목표]
구 분

주요 내용

1단계(’17~’19년)

정밀의료 기반 암환자 진단법을 확립하고 암치료제 임상시험 체계 확립

1단계(’20~’21년)

임상시험과 추적관찰을 통해 치료효능이 입증된 표적치료제 적응증
확대 및 신약승인 3건, 임상 ․ 유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공모안내, 2017.3.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달성율을 살펴보면, 1단계 목표인 암 유전체 프로파일링은
2020년말 기준으로 약 7천명이 구축되어 1만명 구축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으며, 정
밀의료 기반 임상시험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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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 성과목표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

주요 성과목표
암 유전체
프로파일링

2017

2018

2019

2020

2021

목표치

400

1,600

2,000

3,000

3,000

실적치

109

2,017

3,055

1,786

-

달성율

27

126

153

-

-

임상 ․ 유전체

목표치

1

통합정보시스템

실적치

1

구축

달성율

100

정밀의료 기반
임상시험

목표치

6

9

3

2

-

실적치

6

8

4

3

-

달성율

100

89

133

-

-

정밀의료 기반

목표치

1

1

1

암 치료제

실적치

-

2

-

적응증 확대

달성율

-

-

-

정밀의료 기반

목표치

1

항암제 신약

실적치

-

허가신청

달성율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그러나 2단계 목표인 암환자 진단법 및 암치료제 임상시험 체계 확립을 위한
‘정밀의료 기반 암 치료제 적응증 확대(IND145))’는 2020년 현재 2건이 진행 중이고,
정밀의료 기반 항암제 신약 허가신청(NDA146))은 아직까지 진행 성과는 없는 것으
로 보여져 2021년 내 사업단이 제시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147).

145)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Investigational New Drug)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안전성 ․ 유효
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146) NDA(신약허가신청, New Drug Application)란 제약 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전임상 및 임상 시험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시판 허가 여부를 신청하는 과정이다.
147) 보건복지부에 의견에 따르면 혁신성장동력사업의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은 전문가 검토를 통
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마일스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최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당
초 사업목표에 대한 최종 달성 여부는 사업 기간 종료 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평가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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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의 주요 성과 목표는 1단계에서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실시간 진료에 활용 할 수 있는 ICBM기반 정
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
원정보시스템의 국내 보급 ․ 확산 및 해외수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성과목표]
구 분

주요 내용

1단계(’17~’19년)
1단계(’20~’21년)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통합 ․ 분석하여 실시간 진료에 활용 할 수
있는 ICBM148)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국내 보급․확산 및
해외수출 사업화 추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보건복지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공모안내서, 2017. 3.

동 사업단을 통해 개발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은 외래진료, 입원진
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1차 병원은 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하여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특히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ystem), 환자의 체온, 혈압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
관리기록시스템(PHR, Personal Healthcare Recordsystem), 지능형 현장진료(PoC,
Point Of Care)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49).

148)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1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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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주요 구성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밀의료 기반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통합
하여 분석하고 실시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정보시스템이 개발 ․ 보급될 필요
성이 높다. 그러나 사업단의 P-HIS 국내 보급실적은 2019년 5개 병원150), 2020년에
12개 병원에 보급하였고 2020년 내에 20개 병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
러나 세부적인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과제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 의료원을 제외하
면 중대형 병원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개인의원급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그외 국제표준 인증 건수는 3건(IHE Connectathon, ISO 27799 등)을 획득하였지
만, 해외 수출 실적은 아직 없다151).

150) 2019년은 고려대 3개 병원(안암, 구로, 안산), ㅇㅇ플랜의원, ㅇㅇㅇ정형외과의원, 2020년 12건 모
두는 모두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개인의원이었다.
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현지 병원과 협의 중이며 2021
년 수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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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성과목표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

주요 성과목표
P-HIS
국내 보급
국제표준
인증획득

P-HIS 수출

2017

2018

2019

2020

2021

목표치

5

15

61

실적치

5

12

-

달성율

100

80

-

목표치

2

-

-

실적치

3

-

-

달성율

150

-

-

목표치

-

1

4

실적치

-

-

-

달성율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정부의 대표적인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점이 있으나, ‘정밀의료 기반 암 치료제 개발’의 임상시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의 보급 ․ 확산 단계 등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점은 없었는지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전자의
무기록(EMR) 인증제,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개발 기술의 보급
과 연계를 도모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밀의료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강 ․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 등이 필수적으로 수집 ․ 구축되어야 하며, 과제계획 단계에서는 데이
터 규모와 범주, 목적이 명확했는지, 코호트152) 참여자의 정보 활용에 문제는 없었
는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구축된 보건의료 데이터는 다수의 연
구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정보보안 등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 활용 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하여 개발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153).

152) 코호트(cohort)란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153) 문세영 ․ 장기정 ․ 김한혜, “정밀의료의 성공 전략”, ｢R&D Inl｣,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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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촉진 방안 개선 검토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
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 ․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154). 혁신의료기기는 대표적인 사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는 ICT 장비 또는 기존 의료기기에서 얻어진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의료
기기를 의미한다.155) 의료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되면서 판독의 정확
성을 높이고 질병예측 및 예방 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하다.
2018년 ｢의료기기법｣156)개정으로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총 61건으로 2020
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첨단의료기기(인공지능) 허가 ․ 인증 ․ 신고 현황(2020년 11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인공지능

2017

2018

-

2019

4

2020.11

10

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5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
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 ․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
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
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1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현황 및 이슈”, ｢KHIDI Brief｣, 2018.12.31.
156)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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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는 혁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절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혁신의료기기의 대한 보험급여 적용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운영의 보완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에서는 개발된 혁신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사용을 촉진하고 개발업체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왔다. 혁신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
기기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으면 요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의료
기술평가 신청대상여부 검토)157),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여부 평가, 요양
급여 고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의료기기는 R&D 이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최대 520일이 소요되면서, 의료기기 산업의 빠른 변화에 비해 정부의
제도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58)
[신개발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이행 과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2019.6.5.

157) 신청된 의료기술이 기존에 등재된 의료기술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158)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20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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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
기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는 ‘선 진입-후 평가’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개선하여 체외
진단기기159)의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대폭 단
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등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
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혁신 ․ 첨
단 의료기술은 문헌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혁신 ․ 첨단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별도 평가트랙을 운용하고 있다.
[신개발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제도개선 전후 비교]
기 존

개 선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기기 인 ․ 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2018.7.19.

[별도 평가트랙 운용 방안]
(기존) 문헌중심 평가


(개선) 별도 평가트랙 운용 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한 검증

⇨ 연구문헌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탈락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 ‘잠재가치’
‐ 연구문헌 검증 + 잠재가치평가

⇨ 연구문헌이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신의료기술 통과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기기 인 ․ 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2018.7.19.

159)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혈액, 분변 등)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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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보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2월 다
양한 혁신적 의료기술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AI기반 영상의료기술’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160)(2019.12.)도 마련하였다.
2019년 12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AI기반 영상의료기술’과 ‘3D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분야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위
한 요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여부 확인161) 신청 건은 총 7건(AI 3건, 3D 4건)이다.
총 7건 중 2건은 기존 기술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5건은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분류되어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건강보험 급여실적은
없었다. 특히 2020년 2월에 신청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3건은 10월
말 기준 240여일이 지난 상황으로 정부가 목표한 80일 이내 시장진입 실적은 없다.

[혁신적 의료기술(AI, 3D프린터) 보험급여 적용현황]
연번

구분

일자

기술명

평가결과

인공지능기반 기억 장애형 경도인

신의료기술

07-21
2020-

지장애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

평가신청대상

2

AI기반
의료기술
(영상

2020-

의학
분야)

한 안저영상 분석

3

07-13
2020-

1

2020-

1

06-23

2

3D
프린팅

3

이용한
의료기술

4

02-04

골연령 판독
3D 프린팅 기술로 계측된 구조와
맞춤형 의료용 가이던스를 이용한

기존기술
기존기술
신의료기술
평가신청대상

2020-

하악재건술
3차원 프린팅 신장 모델을 이용한

02-06
2020-

부분신절제술 수술 계획 시스템
3차원 프린팅 뇌질환 모델을 이용

평가신청대상
신의료기술

02-04
2020-

한 수술 계획 수립 시스템
고관절 질환자 모의수술을 위한

평가신청대상
신의료기술

02-04

환자맞춤형 3차원 뼈모델

평가신청대상

신의료기술

급여실적
구분
산출불가
구분
산출불가
-

-

주: 2020년 10월 31일 검토완료 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0)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개발업체 및 의료기관에 급여여부 평가에 대한 원칙 등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다.
161) ‘요양급여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이 불분명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 의료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의료기술(기존급여)인지 신의료기술인
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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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해서는 다수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데이터) 대상의 제반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신의료기술인 경우 기존 사례가 부족하
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요구된다는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험등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
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등
을 통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방안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혁신의료기기가 건
강보험 급여까지 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혁신의료기
기의 시장진출을 도모한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에 보완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둘째, 정부의 ‘닥터앤서 2.0 개발’ 사업은 기존의 ‘닥터1.0 개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SW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 SW개발 R&D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임상사례가 부족하여 개발이 어렵
거나, 수익성이 저조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과제 기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기술개발’은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료정보, 영상정보,
유전체정보, 생활습관정보 등)를 활용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 예측 ․ 진단 ․ 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8대질환162) 대상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일명 ‘닥터
앤서 1.016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0년 간 총 488억원(정부
364억원, 민간 1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서울아산병원이 총괄주관병원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총괄과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AI학습용 의료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통 IRB 수립, 정책제
안 등,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능형SW 개발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
홍보, 총괄주관병원과 참여병원들이 질환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능형SW 개발을
수행하였다.

162)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163) 닥터앤서(Dr.Answer; (Ai, network, software, er))는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 ․ 진단을 지
원해주는 AI 의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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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지능형SW 기술개발 사업 추진체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의료데이터 지능형SW 기술개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통 플랫폼

AI학습용 의료데이터 연계 ․ 통합 플랫폼 개발
‐ 병원별 IRB 심의를 거친 학습데이터 확보
‐ 학습데이터 특성에 따라 비식별화 및 보안체계 적용



질환별 지능형SW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 의료SW 기술개발
‐ 질환 단계별(예측(예방), 분석․진단, 치료, 예후관리) AI기술을 적용
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보조하는 SW 개발

지능형 의료SW 보급 ․
확산 지원

기타



학습데이터 이용환경 제공



병원 내 ‘임상검증’ 적용방안 제시



인공지능 연구회 등 운영 및 지원



지능형 의료SW와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간 연계



규제개선사항 발굴 및 제언



질환별 공통모듈 Opne-API 형태로 공개



최소1개 이상의 솔루션은 ‘18년 개발완료 후, ’19년에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제공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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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닥터앤서 1.0’ 개발 종료에 맞춰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스마
트 의료 인프라’의 대표 사업으로 ‘닥터앤서 2.0’추진을 발표하였다. 2021~2024년
동안 정부 재원 280억원을 투자하여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
단이 가능한 SW 개발 ․ 실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164).
[닥터앤서 1.0과 2.0 비교]
구 분

닥터앤서

닥터앤서 2.0

사업개요

2018~2020년 / 364억원

2021~2024년 / 280억원

대상질환

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8개 질환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

적용병원

3차병원 중심

1, 2, 3차병원

플랫폼
학습데이터
적용기술

클라우드 학습플랫폼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기 개발 학습플랫폼 활용)

정형(영상), 비정형(EMR, 유전체,

정형(영상), 비정형(음성, 동작 등

뇌파, 심전도)

高난이도 데이터로 확대)

딥러닝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닥터앤서 1.0 사업의 당초 목표는 SW개발 및 의료기기 인허가였지만, 현재까
지 닥터앤서 1.0 사업으로 개발된 SW는 21개 중 의료기기 인허가가 완료된 SW는
4개이며,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 중인 ‘뇌동맥류 병변 진단’ SW 1개가 있다. 그 외 비의료기기 SW 7개, 의료
기기 인허가 심사 및 시제품 개발 중인 SW 10개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2개 SW와 비의료기기 5개 SW가 현재 9개 병원에
적용되어 진료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성과도 있다고 설명하였다165).
동 사업으로 개발된 21개 SW 중 의료기기 인허가가 4개에 그친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임상데
이터 확보에 어려움166) 등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164) 정부는 ‘닥터앤서 2.0’에서는 닥터앤서 1.0 학습플랫폼 활용으로 예산 절감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1차 병원’의 AI 의료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1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으로 개발된 뇌영상수치자동분할SW(치매)은 한림대 강남성심병
원, 이대서울병원, 국군수도병원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0년 2월 식약
처로부터 의료기기인허가를 받은 대장내시경 SW는 길병원에 ‘닥터앤서’ 대장내시경SW를 설치
(6실)하고, 국내 최초로 AI 기반 대장내시경 검진체계를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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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앤서 1.0 개발 SW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
질환명

SW명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진단

심뇌혈관질환

뇌출혈 진단
뇌동맥류 병변 진단
심혈관 질환 재발 예측
치매조기 진단

치매

뇌영상 수치 자동 산출
(한국인 표준 WMH 지도 및 시각화)

소아희귀
유전질환
유방암

2

진행 중

3

비의료기기
진행 중

3

의료기기 승인완료
('19.06.24)

건강보험 급여심사 중
('20.09.04 접수)

2

진료적용 중('20.7월~)

-

진료적용 중('19.7월~)

비의료기기

-

진료적용 중('19.7월~)

비의료기기
비의료기기
비의료기기
의료기기 승인완료

-

진료적용 중('20.10월~)
진료적용 중('20.10월~)

유방암 발생 위험도 예측
유방암 재발 위험도 예측
내시경영상 기반 대장용종(암)
분석/진단

('20.02.25)
비의료기기
진행 중

2

진행 중

3

전립선암 조직 병리 진단

진행 중

3

발작시간 예측 및 발작 초점
추정 알고리즘

진행 중

2

정상신경 생리맵 기반
정량화 분석

진행 중

2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2
3
3

심장질환 진단
다면데이터 통합 시각화

진료적용 중('20.09월~)

2

전립선암 병기/재발/생존 예측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심장질환

('20.05.21)

2

비의료기기

전립선암 영상 기반 진단

뇌전증

('20.05.25)
의료기기 승인완료

비 고

난청 유전변이 해석

대장암 치료 의사결정 지원

전립선암

의료기기 승인완료

등급

발달장애 유전변이 해석

대장종용(암) 발병위험도 예측

대장암

인허가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닥터앤서의 임상적 정확도,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한 실증기간 확보를 위해 과업기간 3개월 연장 승인(‘20.11월)하였다.
((기존) ’20.1.1 ~ ’20.12.31(12개월) → (변경) ’20.1.1 → ’21.3.30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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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및 진단 솔루션은 민간에서 의료기관과 ICT기업
이 공동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을 통해 지원하는 닥터앤서 2.0 개발 사업으로 인해 민간 R&D투자를 구축하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닥터앤서 2.0 개발 과제는 임상사례가 부족하여
개발이 어렵거나, 진료 수가 등의 문제로 수익성이 저조하여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167).

다. 소결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의 공유 ․ 활용 실적은 타 분야에 비해 다소 저
조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민감정보로서 데이터
반출이 불가능하고 폐쇄된 물리적 공간에서만 활용되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자 및 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가명정보 활용 제도 개선으로 보건의료 데
이터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데이터 수집․구축 단계에서부터 데이
터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축된 데이터가 다수의 연구 주체에서 활용되도록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정보보안 등이 체계적으
로 운영되도록 데이터 관리 ․ 활용 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혁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절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지만,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반
정밀진료 기기 개발 과제인 ‘닥터앤서’ 개발 사례에서도 의료기기 인허가 건수는 다
소 미흡했다.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사례가 부족하고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
한 장기간의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의료기기 R&D지원
이후 사업화 지원 체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R&D투자와 기술개발 현
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167) 닥터 앤서 2.0을 통해 개발예정인 12개 질환 중 간질환․폐렴 등 8개 질환 중 민간에서 연구개발
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자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
고(부처별Ⅱ),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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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종간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인공지
능 기반의 혁신의료기기 개발, 암 ․ 희귀질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개발 등을 촉
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민감정보인 개인의료 데이터의 활용 확대로 개
인정보 활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정
부의 재정사업 예산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 구축,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관련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보
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을 구축을 검토하여, 부처 사업 간 연계․조정, 성과분석, 표
준화 촉진, 개인정보 침해 영향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바이오소재데이터플랫폼’,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국가암빅데이터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데
이터 수집 ․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별로 수집되고 있는 보건의
료 데이터의 차별성과 연계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 간 데이터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관련 법․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표준화 위원회 운영, 보건의료 용어 표준, 보건의료제품 표준화 활동,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등이 보건복지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
처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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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별로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활동을 정비하여 부처별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간 연계 ․ 조정, 법 ․ 제도 마련과 더불어 부처
간 사업조정, 표준화 체계, 사업성과분석,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 영향평가 등을 실
효성 있게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 획득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성
화가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형의료기관은 자체적인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애로사항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대규모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활
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정보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급병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외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의 공신력 있는 개인정
보보호 인증 확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질적
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다른 데이터와는 다르게 완전한 대외공개가
어려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한계점이 있으나,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이 실질적인 수요분석과 데이터 품질관리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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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혁신의료기기 개발 과제
의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
력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 개발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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