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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치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학의 발전,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보건 정책 및 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Rijemnam, 2018).
	의료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기본 의료정보와 유전체, 라이프로그 등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의 통합, 개방과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화 기술 수준 외에 정부의
전략적 정책 및 제도 마련,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함 (OECD,
2015).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개별 조직의 데이터 관리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평가, 감독,
모니터링 체계를 의미하나,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중심의’ 품질활동을 넘은 다수의 데이터 생산
조직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형태와 속성의 데이터를 특정 목적에 맞게 통합,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 관리 체계의 수립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및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 중 핵심이슈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평가의 현황과 제도, 주요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 보건의료데이터 개방관련 이슈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을 위한 기술적 디자인은 데이터의 사용 및 데이터의 유용성, 데이터의 구조화와 함께
데이터 연결성을 포함하고 있음(Berners-Lee, 2006).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인 Tim Berners-Lee는 오픈 데이터를 위한 5단계 적용모델(5-star
deployment scheme for Open Data)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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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연결을
통한 문맥도출

URI 활용 데이터
링크 및 결합

비독점적
오픈 포맷 제공

구조화된
데이터 제공
오픈라이센스
데이터 공개
(포맷 무관)

[그림 1] Berners-Lee(2006) 5단계 오픈데이터 적용모델 １)

	이러한 모델은 특정 포맷에 관계없이 데이터의 접근, 저장, 공유가 가능한 오픈 라이선스 하의 개별 데이터
공개(1단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 보관과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혁신 외에도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측정 오류 등 방법론적 이슈 해결이 필요함 (Maglio et
al, 2014).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방은 기술적 측면 외 데이터 소유권과 관리권,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강화 등,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들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이 쉽지 않음.
	또한 현재 기술적 측면의 ‘데이터 접근성’은 데이터 활용자(data user) 관점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환자의 데이터 접근권, 데이터 활용 목적과 공유 대상 결정 등 데이터 제공자(data source)의
관점을 고려해야함 (정일영 외, 2016).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 의료 정보 및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는 기술적 측면에
앞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실제화를 위해 선결될 필요가 있음.

１) Berners-Lee, T. (2006) https://5stardata.inf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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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과 활용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공공기관, 의료기관, 개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서 수집되고 있으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과 연계는 제한적으로만 실행되고 있음([그림 2] 참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공공영역

민간영역(의료기관, 개인, 기업)

유전체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질본, 25만명)
개인수준

홈 모니터링
(소비자, 민간기업)

종양은행(암센터, 4만건)
질환 인체자원 패널(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50만명)
고호트 인체자원 패널(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50만명
임상 오믹스데이터 아카이브(보건연구원, 예정)

청구/행정 데이터

방문수준

표본코호트(건보공단)

환자표본자료(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평원, 75억건)

의약품처방조제
(심평원, 214억건)

건강검진자료
(건보공단, 12억건)

암한자의료비지원
(암센터, 55억건)

원격 의료
(환자, 의료기관)

외부 데이터
출생/사망등록
(행자부)
인구총조사
(통계청)
위성/환경 정보
(기상청, 환경부)
지리 정보
(교통부, 통계청)

임상데이터

센서, 정보
(환자, 의료기관)

EMR/notes
(의료기관)

스마트 기기
(소비자, 민간기업)

PACS(의료영상)
(의료기관)
EMR/notes
(암센터, 42만건)
웹/소셜 네트워킹 데이터

기타 관계 기관 정보
노인장기요양
(건보공단, 3억건)

국가암검진사업
(암센터, 2.6억건)

검색엔진/웹 데이터
(소비자, 민간기업)

자격/보험료 DB(건보공단), 요양기관현황 DB(상평원)

이동통신정보
(민간기업)

조사 데이터
문헌/임상지칭 데이터

한국의료패널(보사연)
인구집단기반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본)

SNS정보
(민간기업)

임상문헌정보
(검색엔진)

질병감시체계(질본)
암등록자료
(암센터, 3백만건)

연계되지 않음

임상진료지침
(임상학회)

연계 시도 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진흥원)

법에 근거한
제한적 연계

의료(약)제품 정보
(민간기업)

[그림 2] 한국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현황(강희정, 2016: 61)

	특히,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 간의 인식차이２)로 포괄적인 데이터 연계와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의 보건의료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의료데이터의 개방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２)	현 대 건 강 신 문 ( 2 0 1 9 . 9 . 1 8 . ) , 「 “ 보 건 의 료 빅 데 이 터 ‘ 활 용 ’ 높 고 정 부 - 시 민 단 체 간 극 넓 어 ” 」 , h t t p s : / / b l o g . n a v e r . c o m /
hnewskr/221651961155 (2019.11.13.), 헬스코리아뉴스(2018.12.6.), 「韓 보건의료 빅데이터 ‘세계최고’: 문제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49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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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으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총 4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통됨 (2019.9.17.).
- 약 2년간 추진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계획에 따라 국회 논의,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정책담당자와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함 ３).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3대 추진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개방 대상 데이터(총 16개 데이터 셋)은
비식별조치를 통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득한 연구자에 한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함.
* 1)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공적 목적 활용, 2) 시민참여·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 3)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심의위원회’, 연구의 공공성, 데이터 연계의 필요성 및
제공범위의 적절성, 비식별 조치 적절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연구평가소위원회’, 플랫폼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마련함.
	다만 이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이며, 보건의료데이터 전반의 실제 활용과 관련된
기술표준과 상호운용성, 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데이터의 유효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보증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임.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차별화되고, 실제
헬스케어 생태계 내 주요 데이터 활용자들에게 핵심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를 구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화

■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화에 관한 일반 논의 현황
	데이터 기반의 산업혁명에서 AI와 같은 ICT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기술과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개발,
활용되기 위한 핵심은 잘 정의되고 관리된 ‘데이터 셋’이며 (Oguro, 2016), 이와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적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가 필요함.
	조완섭(2017)에 따르면,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품질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수명관리,
데이터 전담조직을 통한 데이터 소유 및 관리권의 명확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의미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을 조직의 데이터 관리기능이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평가 (Evaluation), 감독(Direction),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체계로 설명함(ISO,
2015４))으로써 거버넌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３)	메디소비자뉴스 (2019.09.1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4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http://www.medisobizanews.com/
news/articleView.html?idxno=62480 (2019.11.14.).
４)	세부적으로 조직의 데이터 관리업무는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의 정의, 데이터 통합/호환성, 데이터 보안, 데이터 저장 등 방대한 기술적이고
문서적인 내용을 포함함 (ISO/IEC 38500 to the governance of dat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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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세부 활동의 기반은 데이터표준화이며,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JTC 1 (Information technology)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표준화 범위 및
기술, 이와 관련된 단체, 산하 연구그룹들을 식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반(WG 9: Big Data)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빅데이터 표준화 활동은 여러 세부그룹을 중심으로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규격, 품질, IT 서비스 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확장하고 빅데이터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함으로써
수행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정 2018.02.21.)」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3.07.30.)」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로 나뉘며, 실행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데이터진흥원을 두고 있음.
	2019년 12월 현재, 정부는 정부 주도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을 위해 연내 데이터 3법 개정 및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기로 함５).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국내 활동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TTA 등 공적 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TTA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표준개발을 위한 특별 기술위원회(2014)를 신설, 약 13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 하에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임.

■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및 표준화 활동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비용이 높고, 비정형의 관측 및 측정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거버넌스 수립과 운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적합한 데이터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하며, 데이터 관리 비용절감과 데이터 활용도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Bresnick,
2016; Hovenga & Grain, 2013; Tse et al, 2018).
	이와 관련, 국내적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KSA가 미국의 ONC (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를
벤치마킹한 표준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1년 9월에 ‘스마트
의료정보’ 분야를 추가함.
	이를 통해, 스마트 헬스분야의 중장기 국가표준화로드맵 수립, 관련 자문 및 평가, 의료정보 관련업체의
표준화 활동 지원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６).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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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함.
	Kruse(2016)는 최근 의료분야 빅데이터 동향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헬스케어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표 1과 같이 9개의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데이터 구조, 데이터 보안, 데이터 표준화 이슈 관련 예시들은 비정형 보건의료 데이터의 통합을 위한
공통된 용어와 형식 및 방법론 개발을 필요로 함
-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함

５)	중소기업뉴스 (2019.12.09.), “연내 AI 국가전략 마련・데이터 경제화 본격 추진”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1649
６)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홈페이지, http://www.kscodi.or.kr/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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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빅데이터의 헬스케어 활용 관련 도전과제 (Kruse et al., 2016: 4)
Rank

1

2

Themes

Data structure

Security

Examples
Fragmented data
Incompatible formats
Heterogeneous data
Raw and unstructured datasets
Large volumes
High variety and velocity
Lack of transparency
Privacy
Confidentiality
Data duplication
Integrity

Data standardization

Limited Interoperability
Data acquisition and cleansing
Global sharing
Terminology
Language barriers

4

Storage and transfers

Expensive to store
Transfer from one place to other
Store electronic data
Securely extract, transmit, and process

5

Managerial issues

Governance issues
Ownership issues

6

Lack of skill

Untrained workers

7

Inaccuracies

Inconsistences
Lack of precision
Data timeliness

8

Regulatory compliance

9

Real-time analytics

3

Legal concerns
Real-time analytics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저해요소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미흡, 의료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부족 및 법적·제도적 기반 미흡이 주로 언급됨
(이인재, 2017).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표준화 활동은 헬스케어 분야 공통 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 CDM) 사업을 들 수 있음.
	이는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과 연계하여 의료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환자질병 등록 정보, 환자
건강 모니터링 기기 자료, 유전체 정보 등 의료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각 병원의 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CDM)로 변경하여 포맷을 일치시키고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다기관 공동 연구 수행이
용이하도록 공통의 데이터 구조와 저장 방식을 정의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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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통 데이터 모델은 국제표준용어체계를 기반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표준용어체계로 매핑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생성기관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프로토콜과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코드를 실행한 결과 값만 전송하는 구조를 취함.
	공통데이터모델(CDM)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외 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오디세이
컨소시엄(OHDSI,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이 있음. 이는 19개국 약 5억
명의 환자기록을 포함한 국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산 연구망으로써 한국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가천
길병원, 삼성의료원 등이 참여하고 있음７).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는 단순히 형태적 관점 외 데이터 속성에 대한 해석과 분류 등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험적, 주관적 판단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비정형적 형태의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품질의 정의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대신, 데이터 속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분야별로 실제 적용이 가능한 공통의 방법론과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LEE, 2019).

Ⅳ

의료 빅데이터 품질평가 제도 및 사례

■ 보건의료빅데이터 품질 정의 및 평가 관련 논의
	의료 빅데이터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빅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최혜린 외, 2017)
	또한 질환별, 치료대상별로 세분화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면밀하게 평가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집적하여 보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데이터의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호환성(comparibility)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속도가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함 (Lee & Yoon, 2017).
	동시에 보건의료 데이터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품질관리 정책의 부재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데이터 품질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음
	현재 국제적으로도 정해진 의료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OECD 및 ISO에서
공통적인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으로 데이터의 정확성(accuracy), 신뢰성(reliabiliry or credibility),
일관성(consistency or coherency), 완전성(completeness), 유효성 또는 타당성(validity),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시하고 있으며８), 각 국은 의료빅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７)  오디세이 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s://ohdsi.org/
     ８)  OECD (2011), Quality Framework and Guidelines for OECD Statistical Activities, https://www.oecd.org/sdd/qualityframework
foroecdstatisticalactivities.htm, ISO 8000-60 Data quality – Data quality managemen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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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2018.11.30. 의결)에 따라 데이터 수집 플랫폼과
통합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나９), 아직까지 국가차원의 보건의료데이터 질 관리에 관한 가이드 또는
평가모델은 부재한 실정임.
	그 간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모델 및 방법론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Alhaqbani et
al, 2009; Arts et al, 2002; Greiver et al, 2012; Kim & Park, 2016)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다양한
사례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기준과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 국내 의료데이터 품질 평가사례 및 방법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Standard Reference Data, SRD)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 중임.
	국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실행기관으로 국가참조표준센터(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가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물리, 환경, 보건의료 등 분야별 31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4만 6천여 건의 표준데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www.srd.re.kr)１０)를 통해 개방, 공유하고 있음.
	참조표준 개발은 데이터의 생산, 측정장비, 시험방법의 표준화 및 검정 시스템을 통해 정확도와 신뢰도
평가가 완료된 데이터를 국가에서 공인한 자료로, 의료분야는 2007년 ~ 2018년 말까지 약 1,600건의
참조표준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표 2] 2018년 보건의료 분야 참조표준 개발현황 (국가참조표준센터, 2018)
참조표준 DB명

참조표준 내용

1

한국인 뇌MR 영상

한국인 뇌경색 환자의 T2강조영상과
확산강조영상에서 연령별, 고혈압 유무별, 그리고
뇌경색 원인 소혈관질환, 심장색전증, 원인미상)에
따른 만성 뇌경색 병변과 급성 뇌경색 병변의 크기
(volume%)

2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만 65세 이상 한국인 고령자 상지(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관절가동범위

3

한국인 콜레스테롤

한국인 지역별(전국,16개시도) ×성별(남,여) 27개
연령대별 총콜레스테롤
한국인 지역별(전국,16개시도) ×성별(남,여)27개
연령대별 중성지방

데이터센터명

한국인 뇌MR 영상
(동국대학교병원)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인 건강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4

한국인 중성지방

5

한국인 체열

6

한국인 표준신경전도

건강한 성인 남녀 20대 및 50대
상지정중신경자극에 의한 운동신경전도검사

한국인 표준신경전도
(서울대학교 병원)

7

한국인 표준심장구조

정상인의 성별 좌심방 전후직경, 좌심방 부피, 좌심실
수축기 직경

영상기반 한국인 표준
심장구조
(연세의료원)

한국 정상 성인의 상·하지 체열 참조표준 데이터

체열
(일산병원)

     ９)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https://hcdl.mohw.go.kr/BD/Portal/Enterprise/DefaultPage.bzr?tabID=1003&ftab=1003
１０)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https://www.srd.re.kr:446/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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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표준개발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평가 원칙*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평가에 관한 세부적 방법론 및 평가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데이터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활용자의 관점에서
활용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국가참조표준센터 보건의료분야
데이터평가 가이드북, 2008, p. 5)

	참조표준 데이터 평가는 데이터가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의 부여를 의미하며, 데이터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평가 체계를 가짐.
	따라서 모든 유형의 기준에 대해 평가체계를 자동화 하는 대신 연역적이고 계층적인 규정에 따라 개별
필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상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방법 및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을 가짐.
	[그림 3]은 보건의료 데이터 평가 절차를 도식화한 것으로, 주요 평가기준은 측정대상의 대표성, 데이터
측정방법의 정확성, 재현성 그리고 측정결과에 대한 일관성, 일치성, 예측성을 포함하고 있음.
	각각의 기준은 의료 및 측정전문가 기술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세 가지 수준 (유효, 검증,
인증)으로 데이터 등급을 부여함.

데이터
(경동맥내중막두께: CIMT)

대표성

빈도수

NO
수용불가

표지방법 및 과정(유층표집법, 랜덤샘플링)
표집결과(정규분포, 사례수)
•유층표집법⇢ 지역, 연령, 성별 표준화

IRB통과
대표성

분류기준

유병률

한국인평균
한국인의 대표성

측정대상

CIMT
정상인군

환자군

Yes

정확성

측정방법
NO
참조데이터

정확성
재현성

재현성

불확도 및 소급성

재현성 평가 : 표준편차/평균)X100%

국가표준과 소급성있는 장(표준펜텀)로
교정하여 측정치의 불확도 평가

서로 다른 즉정지간에 측정방법의 재현성

Yes
측정결과
NO
유효참조표준

일관성
일치성
예측성

Yes

일관성

전문가
평가

일치성

예측성
•정상인군 vs 심장질환군
Cutoff value 결정

CIMT

NO
검증참조표준

CIMT

종합

예) 남성 50대 CIMT=0.60mm
Se: 0.841, Sp: 0.444, p=0.002

Yes

인증참조표준

콜레스테롤
다른 진단항목
측정결과와 일관성

알려진 생리학과
일치성

연령

건강인군을 대상으로
잠재적 심장질환 예측성

[그림 3] (예시)경동맥내중막두께 데이터 참조표준 평가절차 및 개념설명(심뇌혈관 데이터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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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품질 평가 의료데이터의 활용사례
	앞서 개발된 의료 참조표준 데이터 중 한국인 뇌 MR영상 참조표준은 한국인 뇌경색 환자의 뇌 MRI
영상(Flair, T2, Gradient-echo, Diffusion)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수치화하여 연령별, 성별, 질환별로 뇌 MRI
영상에서의 정량화된 병변 크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뇌MR 영상 참조표준은 다음과 같은 생산절차를 거침
- 전국 11개 병원에서 14,000여명의 뇌질환 환자 MRI 영상 수집
* 1명당 109장 X 14,000여명 = 1,526,000장*
* 현재 5000여명의 MRI 영상 정량화 완료

- 각 MRI 영상 이미지를 국제표준 뇌 template에 맞게 조정
- 국제표준 template에 맞게 조정 후 병변 추출 및 병변크기 정량화
- 병변 이미지 및 병변 정량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3단계를 거쳐 평가
- 연령별, 성별, 질환별로 구분하여 image를 정합하여 참조표준 생산

전국 11개 병원 뇌질환 환자
MRI영상 수집
(약 150만장)

각 MRI영상 이미지
국제표준 뇌 템플릿에 맞게 조정

병변의 확인을 통한
병변 추출 및 병변 크기 정량화

1차 연구원

2차 선임연구원

3차 전문의

성별, 연령별, 질환별 병변 크기
참조표준 생산

3차 review에 걸친 자체 평가

[그림 4] 한국인 뇌MR영상 참조표준 생산과정 (한국인 뇌MR 영상 데이터센터, 2018)

	품질평가를 통해 생산된 뇌 MR영상 참조표준을 활용 사례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의 가치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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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허혈뇌지도 개발
	한국인 허혈뇌지도 참조표준 도판을 전국 95개 병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뇌졸중 진단에
활용 중(그림 5, 6)으로, 의사는 환자의 뇌질환 위중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용 표준비교자료로 사용하고,
환자는 뇌질환 위중도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로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 짐.
- 의사의 진단 편의와 정확성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 상태에 대한 명확하고 쉬운 설명으로 최종 의료 수요자인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2) 뇌질환 진단용 인공지능 의료기기 공동개발
	약 3억 8천만개*의 정보를 포함한 검증된 training dataset으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활용,
AI기반 의료기기의 식약처 최초 승인을 받음 (JLK 인스펙션, 2017) １１)
* 5,000명 x 1명당 109장 x 700개 임상정보

3) 사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방식의 보급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Raw data 수준까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고, 원하는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 중.

[그림 5] 대뇌백질변성 참조표준 도판

[그림 6] 한국인 뇌MR영상 데이터센터１２)

１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보도자료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2건 허가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
?seq=4298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
１２)  [그림 5], [그림 6] 한국인 뇌MR 영상 데이터 센터, www.brainm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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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게재 및 교류
	해외저널(Stroke, Brain, JAMA neurology)의 논문 게재를 통해 현재 생산중인 참조표준 데이터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표준화된 뇌MR영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의료의 개선에 기여
- 뇌경색의 원인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해상도 뇌혈류지도 개발(2018.10.8.)하고, 의료계에서
100년 가까이 사용 중인 기존 저해상도 뇌혈류지도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밝힘１３)

Ⅴ

결론 및 시사점

	미래의 국가발전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 기반시설보다 ‘데이터’, ‘정보’ 등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자원에 대한 관리와 이의 효과적인 공유와 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확립에 있음.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국가 자원화・개방화는 복잡하고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표준화는 데이터의 형태적 특성의 표준화 외 다양한 수준의 의료 전문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데이터 해석의 표준화 과제를 포함하며, 이는 특히 의료영상이미지 등 정성적 판독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일치성과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보건의료 분야는 그 특성상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데이터의 생산과 수집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인적, 재정적 자원의 투입이 상당한 만큼, 데이터의 품질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데이터 생산 및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를 평가하는 절차와 제도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는 다양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현 국가표준인프라의 대상 및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임.

１３)  미국의학협회의 국제학술지 자마 뉴롤로지 (JAMA Neurology) (IF 11.4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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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cdl.mohw.go.kr/BD/Portal/Enterprise/DefaultPage.bzr?tabID=1007&ftab=1003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홈페이지, http://www.kscodi.or.kr/
•Berners-Lee, T. Blog(2016.10.7), “Linked data”, www.w3.org/DesignIssues/LinkedData
•Berners-Lee 5 Star Open Data, https://5stardata.info/en/
•Brain MR 데이터 센터, www.brainmr.com
•오디세이 컨소시엄 홈페이지 (OHDSI) https://ohdsi.org/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 https://www.srd.re.kr:446/main/page.do

집필자 : 미래산업기획팀 권태혁, 정유성, 국가참조표준센터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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