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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 기관 및 치료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 기관의 컴퓨터와 연결 기

계의 사용으로 의료 관련 데이터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3.0에 맞춰 공개되는 의료 데이터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 정보들을 만들어내 의료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료 기관, 국민, 정부, 보험사 등 여러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빅 데이터

를 사용해 연령 별 잘 걸리는 질병이나 질병 별 성비를 나타내는 것 등 단순 사실을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강점을 갖는다.

키워드: 빅데이터(big data), 의료 데이터(medical treatment dat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

질병 분석(disease analysis), 보험사(insurance agency)

I. Introduction

빅데이터(big data)의 등장은 다른 산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에서도 커다란 이슈이다. 보건의료 빅 데이터의 시장 성장률은 매년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1]) 

또한 IT서비스산업협회 조사연구팀은 유전체 분석정보, 암 분석정보 

등 사회적 수요가 높거나 공공성을 지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2], [3]) OECD국

가 중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5위에 이르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관심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암 보건의료분야의 시스템 

구축은 갈수록 증가하는 국민의 치료비, 병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전반적인 의료분야에서의 효율성 창출 등의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II. Preliminaries

1. 국내 동향

최근 들어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보건의료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공개된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다음이 함께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해외 사업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 3.0에 맞추어 공개되는 

의료 데이터가 늘어감에 따른 새로운 의료분야 구축이 기대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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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Fig. 1과 같이 System 

Architecture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제 의료관련 빅 데이터를 국립

암센터,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정보센터, 서울시 공공 데이터 [4], 국가

통계포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국 유방암 사이버 센터 등에서 

구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러한 실제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MySQL 과 R을 

사용하여 활용가능한 대표적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별 평균 진료비 – 간암의 경우

Fig. 2. 의료기관별 평균 진료비 – 간암의 경우

Fig. 2 는 의료기관 A36은 간암 평균 진료비가 55568천원이고 

다른 의료기관 A12는 74095천원임을 표시한다.

(2) 서울시 구별 췌장암 평균 치료비 가격

Fig. 3. 서울시 구별 췌장암 평균 치료비 가격

(3) 서울시 구별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수

Fig. 4. 서울시 구별 의료기관의 종류별 개수

IV. Conclusions

이 연구에서는 의료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

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부, 국민, 의료기관, 제약사, 보험사 등 

여러 의료 관련 단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었

다. 암의 병기에 따른 평균진료비나 치료방법에 따른 평균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욱 자세히 입력할 경우 더욱 실질적인 정보의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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