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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필요성
 헬스케어 데이터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으로 국내외

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 중
 이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분석

하고 5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전략을 제안
 이 연구는 헬스케어 특성과 데이터 플랫폼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5가지 전략을 제안
- (데이터 구축) 데이터를 실제 이용할 집단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플랫폼 구조, 참여자 역할, 운영 규칙 등을 설계해야 함
- (데이터 제공)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에 대해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함
- (데이터 이용)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데이터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손쉽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플랫폼 운영) 헬스케어 전문성과 플랫폼 사업 마인드를 보유한 주체에게 운영을
맡기고 재정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업 환경)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와 성과를 전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내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나

엄격한 심의절차 및 폐쇄망 등의 데이터 활용 환경은 플랫폼 성장을 위해 재고 필요
 (한국,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맞춘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으나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한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시범사업))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플랫폼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핵심은 사업의 관리·감독·개발·운영
주체의 긴밀한 협업 요구
 (미국, 올오브어스 연구프로그램) 데이터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가장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플랫폼의 성장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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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UK 바이오뱅크) 법과 제도적 기반 하에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자선사업회사의

독특한 운영구조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유지
 (핀란드, FinnGen Research Project) 의학 연구 및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재정지원의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만 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 사업
친화적 환경 조성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이론과 국내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전략을 제안
[그림]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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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구축)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추진과제①) 사업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 잠재적 데이터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항목 중심으로
데이트를 수집하고 핵심 이용자를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바람직
 (추진과제②)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데이터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도 플랫폼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법은 ① 이용자 요구, 사회적 상황(예.
팬데믹)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②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물과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플랫폼에 축적하는 것

2. (데이터 제공) 플랫폼 참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추진과제①)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의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 (소통 경로) 개인에게 플랫폼을 홍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로로 ① 의료기관 진료
중 참여 권유, ② 건강검진 및 헌혈 시 제안, ③ 가족 단위 모집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참여 유인) 플랫폼에 대한 참여 유인으로 ① 의료·건강 정보 및 데이터 분석결과 ②
의료 및 편의 서비스 ③ 행동과학적 접근인 게임화(gamification)를 통한 재미 제공
 (추진과제②) 포괄적 동의나 동적 동의의 활용을 고려하여 동의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대신하는 데이터 신탁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적용 검토

3. (데이터 이용)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추진과제①)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가시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 데이터의 잠재적 이용자가 데이터 획득 전에 플랫폼 내에서 쉽게 데이터 종류, 표본 수,
수집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시성(visibility)이 높은 시스템 설계
 (추진과제②) 데이터 접속환경을 현재의 폐쇄망에서 점차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화
-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를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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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운영) 관리·감독과 개발·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추진과제①) 공공 부문은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을, 민간 부문은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기업을 선정
- 공공 부문에서는 사업 기획, 플랫폼 개발·운영 기업 선정, 데이터 보안 감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임자를 선정할 때 필요역량과 유의점을 충분히 고려
- 공공 부문에서 플랫폼의 개발·운영의 총괄을 담당할 민간 부문을 선정할 때, 특성에
맞는 개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
 (추진과제②)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도입

-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플랫폼 참여자 및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
및 인력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플랫폼 생태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모델이 필요
-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개발·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적정하게
결정하고 과도한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

5. (사업 환경)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과제①) 신규 플랫폼 기획 시 메가 플랫폼만을 지향하기보다 강소 플랫폼을 구축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추진과제②) 데이터 삭제·폐기를 포함한 데이터 수명 전 주기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신뢰를 제고
 (추진과제③) 대규모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조율

하여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
 (추진과제④) 우리 사회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가들이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추진과제⑤)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숙의

민주주의 제도 활용, 녹서·백서 발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추진과제⑥)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제약사,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이용자 그룹을

확대하고 민간 헬스케어 생태계와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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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필요성
1. 헬스케어 데이터의 잠재력 vs. 활용의 어려움
 최근 IBM 왓슨 헬스(Watson Health) 사업 매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헬스케어

사업 실패 사례들은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 검색, 미디어, 클라우드, 유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유독 헬스케어 사업에서만은 번번이 실패
- IBM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암과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했던 '왓슨 헬스' 사업을 2022년 1월 사모펀드에 매각
- MS 헬스볼트(HealthVault)(2007~2019)와 구글 헬스(Google Health)(2008~2012)는
현재 서비스가 중단됐고, 아마존·버크셔해서웨이·JP모건체이스가 설립한 헬스케어 합작사
헤이븐(Haven)도 설립 3년 만인 2021년 1월에 해체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력도

필요하지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헬스케어 데이터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원
 헬스케어 데이터는 혁신적 신약 개발, 개인 맞춤형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보유
[그림 1] 헬스케어 데이터의 잠재력과 현실의 한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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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현재 상황
 헬스케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국가적인
STEPI Insight |

프로젝트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데이터의 수집, 축적, 공유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
-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데이터 제공자의 참여가
부족하여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거나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이 불가능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이 국가 주도로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미국 ‘올오브어스 연구 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 영국 ‘유케이 바이오
뱅크(UK Biobank)’, 핀란드 ‘핀젠 연구 프로젝트(FinnGen Research Project)’ 등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이 2021년

기준 8개 부처 41개, 예산 8,494억 원(수집·구축 사업 4,624억 원 포함)1)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관계부처 합동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사례들의 경험과 해외 주요국 사례의 교훈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향후 추진될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
 향후 추진될 대표적인 사업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시범사업(2020~2021)을

거쳐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을 준비 중
- 환자 40만 명(암, 만성·희귀질환자)과 건강인 60만 명(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건강정보 등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며 예산은 1.5조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의 공공기관에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이병철(2021),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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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과 핵심 과제
 (고려사항①) 헬스케어 데이터는 민감정보이므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데이터 이용에만 치중하여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데이터 유출, 악용 등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 제공자의 반발을 가져오고 결국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반대로 데이터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이용이 제한되어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은 불가능
 보호와 이용은 일견 상충되는 개념이나 플랫폼 구조, 참여자 역할, 운영 규칙 등을 효과적

으로 설계한다면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중용(happy medium)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음
 (고려사항②) 헬스케어 데이터가 수집, 축적, 활용되는 전체 과정에서 생태계 참여자들의

참여 유인과 행태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현재 데이터 표준, 보안 등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 리스크 관리 등 전략적인 측면도 중요
- 일반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나타나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모여들지만, 초기에는 기존 참여자가 많지 않아 신규 참여자도
모이지 않는 ‘닭과 달걀의 문제(chicken-and-egg problem)’가 발생할 우려2)
- 따라서 플랫폼이 임계점(critical mass)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이용자, 플랫폼 추진 및 운영 주체, 사회

전체 등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플랫폼이 설계·운영되어야 함
- 데이터 구축 – 제공 – 이용 – 플랫폼 운영 등 전 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
 (핵심과제)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과 데이터 플랫폼의 메커니즘을 고려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과제 및 점검 사항을 도출
 (데이터 구축) 데이터를 실제 이용할 집단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플랫폼 구조, 참여자 역할, 운영 규칙 등을 설계해야 함
 (데이터 제공)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에 대해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함
2) 최병삼·김창욱·조원영(2014), ｢플랫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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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필요성

 (데이터 이용)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데이터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손쉽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플랫폼 운영) 헬스케어 전문성과 플랫폼 사업 마인드를 보유한 주체에게 운영을 맡기고

STEPI Insight |

재정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 환경)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와 성과를 전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2]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과 주요 참여자

자료: 연구진 작성

 이하에서는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위의 5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전략을 제안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5가지 핵심과제 관점에서 과거 국내 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국내 사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관계부처 합동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 (해외 사례) 미국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영국 ‘UK 바이오뱅크’, 핀란드 ‘핀젠 연구 프로젝트’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그 밖에 새로 기획될

다양한 플랫폼 사업에 전략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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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례분석 개요
 주요국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헬스케어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
 국내외 헬스케어 공공 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6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플랫폼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
- (해외) 해외의 대표적인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사업인 미국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영국 UK 바이오뱅크, 핀란드 핀젠 연구 프로젝트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
- (국내) 대표적 헬스케어 플랫폼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
자원부의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및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선정
[그림 3]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의 연구 프로세스

자료: 연구진 작성

 한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운영 경험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에서

향후 기획될 플랫폼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임
 제2장의 사례조사는 국내외 공공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3장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공공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려하는 민간 기업과 헬스케어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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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STEPI Insight |

 개요: 4개 공공 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
 (목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의료의 질 향상 및 보건의료 정책 개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목표로 함
 (데이터 구축) 플랫폼에서 신청하여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는 4개 기관 즉,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데이터이며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분석·활용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 사업 운영 중*이며 4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제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 제26조 등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 중

<표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데이터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데이터 특성
국민건강검진, 보험료 청구·지급내역 및 예방접종 등 건강에 관한 주
요 빅데이터 보유

대상연도
2007~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세 보험료 청구·지급내역, 약제 처방내역, 의료기관 인력·장비 정보
등 진료 현장의 상세한 데이터 보유

2007~2018

질병관리청

인체자원은행, 만성질환·감염성질환·영양 등 조사정보, 검역·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관한 보건행정정보 다수 보유

데이터별 상이

국립암센터

암 등록정보, 암 종별 레지스트리 정보, 암 유전체 정보, 국가 암통계
정보 등 암에 관련된 종합적 정보 보유

2002~2017

자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데이터 제공) 본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한 4개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자 참여 유인 전략의 필요성은 다소 낮음
 (데이터 이용) 공공 목적의 연구와 연구자로 제한하며 엄격한 심의 절차를 통과한 경우,

폐쇄환경 내에서만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추구
- 데이터 이용 가능 연구자는 국내 공공기관/의료기관/학계/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공공
목적의 연구를 계획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서 활용*
* 2021년 10월초 기준 데이터 신청현황은 신청접수 14건, 심의 중 101건, 기각 32건, 처리완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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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 암호화와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한
자료를 건보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폐쇄환경에서 열람 후 분석결과 값만 반출
[그림 4]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제공 절차

자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접속일(2021.11.15.)

[그림 5]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운영처리 프로세스

자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접속일(2021.11.15.)

 (플랫폼 운영) 플랫폼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며 4개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심의

기구(정책심의회, 연구평가 소위원회)와 사무국 체계로 운영
- 각계 대표로 구성된 정책심의회가 플랫폼이나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희망자로 구성된 연구평가 소위원회가 개별
요청된 연구의 범위, 데이터 연계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의
 (사업 환경)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최초의 메가 플랫폼으로 그 의의가 크나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반대 여론 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 등 사회적 반발이 심해서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음
 (시사점) 데이터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나 엄격한 심의절차 및 폐쇄망

등의 데이터 활용 환경은 플랫폼 성장을 위해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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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STEPI Insight |

 개요: 공통데이터모델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연결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다기관 공동연구 및 의료 관련 기업들의 기술 및 비즈니스 개발 지원
-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피더넷(Federated e-Health Big Data for Evidence
Renovation Network, FeederNet)’은 각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공통데이터
모델(common data model, 이하 CDM)*로 표준화하여,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
각 기관(의료기관)에 두고 플랫폼으로 연결
* CDM은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로,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동일한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여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
 (데이터 구축) 플랫폼 내에서 연동되는 의료 데이터는 ‘임상 데이터(clinical data)’ ‘검진

(measurement)’, ‘문진(observation)’, ‘처방(drug)’, ‘의료기기(device)’ 등임
- 사업단 출범 시 39개 병원 5,000만 명의 의료 데이터 연동이 목표였는데 2021년 10월 초
현재 피더넷에는 약 5,500만 명의 환자 데이터, 40개 기관의 CDM DB가 연계되어 있고,
10,031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하여 초기 목표를 달성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데이터 제공)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분산연구망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은 중소규모의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섭외를 시작하여 참여 병원의 수를 늘림
- 분산연구망(distributed research network, DRN)은 데이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대신 분석 프로그램 코드를 각 기관에 전송하고 기관 내에서 분석된 통계 결과 값만을
취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병원 관계자의 CDM 변환과정 및 DRN의 보안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격월에 1회씩 병원의 주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회의 개최
 (데이터 이용) 분산연구망과 데이터의 단계별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CDM 연구자유지대(Research border-Free Zone, RFZ)’를 활용한 이용 편의성 제고
- (접근 권한) 피더넷의 연구자는 데이터 접근 및 활용 권한에 따라 ① 일반연구자,
② 기관연구자 및 ③ 협력연구자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책임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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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 연구자유지대) 연구자가 본인의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타 협약기관의 DRN을
해당 기관 내부 연구자와 동일하게 이용하며,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IRB 승인을
받으면 타 협약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도록 하여 동일한 연구에 대한 IRB 재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2019년 6개 병원에서 2021년 기준 14개* 병원으로 확대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명지병원, 부산
대학교병원, 세종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북
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표 2> 피더넷 연구자 권한 정책
구분

설명

일반
연구자

기본적인 인증절차를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한
연구자

기관
연구자
협력
연구자

피더넷에 연동되어있는 의료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소속 기관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기관 연구자 등록을 완료한 연구자
피더넷에 연동되어있는 의료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의 연구자이나, 피더넷 연동 의료기관
소속의 기관 관리자 승인을 통해 협력 연구자
등록을 완료한 연구자

데이터 활용 권한
시험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ynPUFs)
시험 데이터 + 소속 기관
데이터
시험 데이터 + 타 기관
데이터

세부 권한
- 연구 실행
가능(execution)
- 연구 실행·결과 조회
가능(execution +
viewing)
연구 실행·결과
조회·결과 반출
가능(execution +
viewing + delivery)

자료: 에비드넷(2021a)

 (플랫폼 운영) 동 사업은 운영 정책 관련 결정을 맡고 있는 사업단과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업 ㈜에비드넷(Evidnet)*이 협력하여 운영 중
* 2014년 아주대학교 학내 벤처로 시작한 ㈜에비드넷은 2017년 11월 법인으로 출범하여 2018년 3월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래웅 교수팀이 개발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현 기술을 이전받음

- 사업단은 참여 희망 기관에 대한 검토, 피더넷 신규 참여기관 섭외 지원, 참여기관과
에비드넷 간의 협력 도모, 공통데이터모델의 질(quality) 관리 등을 담당
- 에비드넷은 CDM 변환, 피더넷 연계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 기술 분야 담당
 (사업 환경) 향후 피더넷에 더 많은 의료기관과 데이터가 연계될 경우 플랫폼 규모의 확장성은

높으나 이 플랫폼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변환 및 유지보수 비용*의 충당 방안 필요
* 의료기관별 데이터 CDM 변환, 망 설치 비용 및 플랫폼 유지보수 비용

- (대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 및 연계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상기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해결 가능성 높음
 (시사점)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맞춘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으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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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시범사업)
STEPI Insight |

 개요: 100만 명 이상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구축하는 메가 프로젝트
 (목표)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통해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유전적 질병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예측의료’와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료’의 기반
마련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용 절감
-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귀질환자, 일반인 등
다양한 참여자를 단계별로 모집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구축 예정
* 질환자(암, 희귀, 중증 난치) 4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2021. 6. 9.).

- 본 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2020년 6월~2021년 6월)과 2차 시범사업(2021년 6월~
2022년 12월)을 통해 누적 2만 5,000명의 데이터 구축이 예정
 (데이터 구축) 수집하는 참여자 데이터는 개인의 질병 등에 대한 임상 정보, 인체유래물, 유전

정보 및 진료 기록 등이며 향후 다른 기관 자료와 연계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임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데이터 제공) 시범사업은 모집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및 환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질병의 추정 원인 및 치료 방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참여자의 유전질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질병관리청 혹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질병관리청, 2021)
 (데이터 이용) 임상·유전 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비식별 처리된 임상·유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든
연구 과정은 폐쇄된 연구 플랫폼 환경 내에서만 진행
 (플랫폼 운영)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참여하며 정부 주도하에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및 운영되며 범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추진 체계는 추진위원회(주요 사항 심의·의결), 운영위원회(하위 조직·컨소시엄 지휘·감독),
사무국(실무 업무, 행정 지원), 전문위원회(전문 사항 자문), 5개 정부·출연연 컨소시엄(사업
수행)* 등으로 구성(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6. 29.)
* 질병관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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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는 의료계·학계·산업계·환자단체 등의 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
위원회는 희귀질환 협력기관(전국 16개 협력 의료기관)으로 구성
- (협력사항) ① 참여자 제공 정보와 인체유래물을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관
② 인체유래물 중 일부는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 정보로 전환하고 생성된 유전 정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전달하여 분석하고, 변이 분석 정보(variant data)를 생성,
③ 생성된 유전 정보와 변이 분석 정보는 다시 질병관리청으로 전달하여 보관, ④ 연구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폐쇄망 기반의 임상 분석 연구 네트워크
(Clinical Interpretation Research Network, CIRN)에도 데이터 전달(질병관리청,
2021,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3. 20.)

[그림 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 6. 29.), p. 8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내용 편집.

 (사업 환경) 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를 통한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사업 환경은 좋아졌다고 판단되나 대규모 질환자 및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반대 여론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
 (시사점)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플랫폼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핵심은 사업의 관리·감독·개발·운영 주체의 긴밀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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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올오브어스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
STEPI Insight |

 개요: 정밀의학 발전을 위한 백만 명 이상의 자발적 코호트 구축 프로그램
 (목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주도하는 All of Us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 이하 All of Us)은 개인의 생활습관, 환경 및 생물학적 구성이 건강과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고 정밀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백만 명 코호트 구축 프로그램
 (데이터 구축) 본 연구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신체 계측 정보, 생체 시료 수집 및 참가자 개인정보(Participant-Provided Information,
PPI) 연계해서 데이터를 구축중이며 2022년 4월 기준으로 48만 명 이상이 참여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데이터 제공) All of Us에서는 개인 참여자가 실제 편익을 체감하도록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동의 제도를 고도화하여 참여 유인 제공
- (편익 제공) 참여자들에게 유전적 변이 및 약물유전학에 관한 데이터 전달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에게 고지*
* 2019년 기준으로 약 30,000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결과 수령하였으며 All of Us에서도 유전분석결과를 받은
참가자들을 위해 유전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

[그림 7] 데이터 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가치 : 유전분석결과 환원

자료: NIH(2020.11.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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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참여) All of Us에서는 데이터 제공자를 파트너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으로 운영위원회 등에 32명 이상이 참여
- (동의제도) 데이터 제공자가 능동적으로 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적 정보 공유
프로세스(dynamic information-sharing process)*로 구현
* 동의과정은 정보습득(eConsent screens), 평가(Formative evaluation), 서명(Form requiring signature)
및 반복상기(refresher loop)로 구성
 (데이터 이용) All of Us는 연구목적에 한해 다층의 데이터 접근방식(multiple tiers of

data access)과 분석 플랫폼인 ‘Research Hub’를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성 증진
- (다층의 접근방식) ① 기술통계가 요약된 ‘모두에게 공개(public tier)되는 데이터’ ② 설문
조사, 의료정보(EHRs), 생체 지표 등을 비식별화된(de-identified) 형태로 제공하는 ‘등록된
연구자(registered tier)’, ③ 통제된 형태로 목적에 맞게 데이터가 제공되는 단계
- Research Hub에서 제공되는 Researcher Workbench 분석 플랫폼은 미국에 기반을 둔
모든 학계, 의료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프로그램과 데이터 사용 계약 체결 가능
[그림 8] 데이터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가치 : Research Hub

자료: NIH(2020.11.12.), p.19

 (플랫폼 운영) All of Us는 미국 NIH가 주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추진에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CEO)가 운영
 (사업환경) All of Us는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별 강연, 각 대학 마다 센터

설립 및 라디오 홍보 등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시사점) 데이터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가장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플랫폼의

성장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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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UK 바이오뱅크(Biobank)
STEPI Insight |

 개요: 국가 주도의 50만 명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
 (목표) 영국 UK 바이오뱅크는 광범위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중 보건을 개선하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추구함
 (데이터 구축)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50만 명의 40-69세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라이프스타일, 활동량, 심장·뇌 스캔, 채혈, 유전자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데이터 제공)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을 전략적으로 사전에 식별해서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참가자가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영국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기록에서 잠재적 참가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이 참가자들을 UK 바이오뱅크 평가센터로 초대
- 다양한 참가자들의 참여 장벽(나이, 성별, 민족성, 사회 계층, 거주, 고용 및 언어 등)을
줄이기 위해 평가 센터의 위치 및 개방 시간 조절 및 연구 자료 번역, 직원 훈련 제공
 (데이터 이용) 플랫폼에서 가시성 높은 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 연구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설계
- (데이터 가시성) 플랫폼에서 검색 기능을 통해 데이터 카테고리를 수준별로 볼 수 있고
데이터 필드/카테고리/리소스 별 검색 가능하며 데이터 상세정보* 제공
* 참여자수, 데이터 수, 성별, 아이템 타입, 측정 단위 등

- 혁신연구플랫폼(RAP)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11페타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자유롭게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도록 로컬 저장공간, 계산능력, 분석 기술 확보
-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의 종류나 기간, 연구자의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부여해 취약 계층에게도 데이터 접근성 확보해 줌
* 학생 신분의 연구자나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은 첫 3년에 500파운드(약 80만 원)만 지불하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모든 데이터 세트에 접근 가능

- (결과 환원) 승인 받은 연구는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한 결과데이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연구자에게 귀속되나 모든 결과물 즉, 최종 분석 데이터 세트, 통계적 도구, 파생된 데이터
필드까지 다음 연구자를 위해 플랫폼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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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UK 바이오뱅크의 수수료 구조

자료: UK 바이오뱅크 홈페이지, https://www.ukbiobank.ac.uk/ (접속일: 2021. 10. 5.)

- (데이터 확장 및 활용) 50만 명 수집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수집 및 공개*하여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데이터는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게도 허용
* 2014년에는 3만 명의 육체적 활동 데이터를 추가 수집 및 공개, 2019년에는 생화학 데이터 공개, 2020년
에는 20만 명의 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 및 공개 및 2021년에는 통증 설문 데이터 공개
** 2015년 30편 정도의 논문 게재수가 2021년 625건으로 누적 2,300건 이상(2021년 9월말 기준)
 (플랫폼 운영) 별도의 자선회사가 관리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운영

- UK 바이오뱅크 자선사업회사는 보건부, 의학연구회, 스코틀랜드 정부, 웰컴 트러스트가
6200만 파운드 합작투자하여 설립하였고 데이터베이스와 표본*의 법적 소유권이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는 않고 대신 데이터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
*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본과 데이터에 있는 재산권, 지적 재산권은 UK Biobank에게 양도
 (사업환경)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은 건강 및 사회복지법(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통계등록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s Act, 2007), 일반데이터보호규정(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에 기반하여 추진

 (시사점) 법과 제도적 기반하에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자선사업회사의 독특한 운영구조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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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핀란드, 핀젠 연구 프로젝트(FinnGen Research Project)
STEPI Insight |

 개요: 가장 강력한 민관 파트너쉽 프로젝트
 (목표) 핀젠 연구 프로젝트는 핀란드 국민 5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와 건강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는 것
 (데이터 구축) 핀란드 핀젠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DNA, RNA, 혈청, 혈장, 소변 및 세포 조직

등의 샘플, 실험실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오믹스(omics) 데이터 및 표본 기증자 정보 등
- 연구 프로젝트는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정보 제공자의 인구통계 데이터(생년월일,
성별, 사망 원인 등)와 임상 데이터(혈압, 신진대사, 병원 진료 기록, 투약정보 등)는
전자 건강 기록부인 ‘칸타 서비스(Kanta service)’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받고 결합됨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데이터 제공) 데이터 제공자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모바일 게임,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시민 사회의 관심 제고
- 바이오뱅크 관련 시민 대상 설문조사, SNS 캠페인,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Bioholvi의
모바일 어드벤처 게임 발표 및 유전자 샘플 기증 및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2~3분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데이터 이용) 핀젠은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회사가 주요 파트너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고 컨소시엄 파트너를 대표하는 연구원만 접근 가능
- 요약 통계(summary statistics) 및 전장유전체 연관분석*(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결과는 6개월마다 외부에 공개
* 특정 질병군과 건강한 대조군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후 의미 있는 유전체 변이를 역으로 찾아내는 방식

<표 3> 핀젠의 데이터 공개 현황
구분

설명

총 표본수

260,405 (147,061 여성, 113,344 남성)

총 분석된 변이수

16,962,023

이용 가능한 질병 변수(표현형)

2,861

파트너에게 공개된 데이터 시점

2020년 3분기

공공에게 공개되는 시점

2022년 1월 24일

자료: 핀젠 홈페이지, https://www.finngen.fi/en/funding (접속일: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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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운영) 핀란드 정부, 대학, 의료기관, 글로벌 제약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며 조정기관

(coordinating organizations)은 헬싱키 대학교이고 재정은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와 재정지원 연구파트너(the funding research partners)인 글로벌제약사가 담당
- 조정기관인 헬싱키 대학교와 헬싱키 바이오뱅크(Helsinki Biobank)는 샘플을 수집하고
데이터 제어자(data controller) 역할을 담당
- 핀젠의 총 예산은 약 8,500만 유로이며 비즈니스 핀란드가 약 2,000만 유로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제약 산업 파트너*가 자금을 지원
* 애브비(AbbVie),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바이오젠(Biogen),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세엘진/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Celgene/Bristol-Myers Scibb), 제네택(Genentech),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얀센(Janssen), 메이즈 테라퓨틱스(Maze Therapeutics), 머크(MSD/
Merck), 노바티스(Novartis), 화이자(Pfizer), 사노피(Sanofi)

[그림 10] 핀젠 연구 프로젝트 지출구조(2017-2020)

자료: 핀젠 홈페이지, https://www.finngen.fi/en/funding (접속일: 2022. 3. 15.)

 (사업 환경) 민간 기업의 유전자 데이터 수집 및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법령 제정 및 금융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동의 및 철회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업 친화적 환경
- (법령 제정) 의료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허가하는 ‘바이오뱅크법(2012)’ 및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혹은 통계적 연구 허가 ‘의료·사회 정보의 2차 활용법(2019)’ 제정
- (인프라 구축) 금융인증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동의 및 철회 시스템 구축 및 본인의 데이터
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권한 보장 (행정 비용은 당국이 부담)
 (시사점) 의학 연구 및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재정지원의 컨소시엄 파트너에게만 데이터를 공개

하고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 사업친화적 환경 조성

22

Ⅲ.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Ⅲ.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STEPI Insight |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이론과 국내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전략을 제안
 제1장에서 제시한 5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제2장에서 6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안
 어떤 하나의 과제라도 잘 대응하지 못하면 참여자가 이탈하거나 활동이 저하되어 데이터

플랫폼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그림 11]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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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구축)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선순환을 통한 확장
 (필요성) 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유입되어 더 많은 이용자를 모으는 구조로 설계해야 함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만 하면 이용자도 자연히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칫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플랫폼에 이용자가 찾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들과는 달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처럼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는 경우 전체 과정에서 데이터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
 새로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데이터 확보에 계속 많은 비용이 들 경우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하거나 활동이 점차 둔화되어 결국 플랫폼의 활력이 저하
-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이용자 유지와 신규 이용자 유치를 가져오고 이용자 확대가 다시
새로운 데이터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비용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
 (추진과제①) 사업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잠재적 데이터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항목 중심으로

데이트를 수집하고 핵심 이용자를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바람직
 (사례) 미국 ‘All of Us’는 2018년 3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1,100여 개의 활용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자의 니즈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
- 활용사례에는 ① 연구 질문, ② 데이터 형태(data type), ③ 수집방법(method), ④ 수집
주기(specification)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사례) 핀란드 ‘핀젠’은 핀란드 무역대표부(Business Finland)가 주도하지만 글로벌 제약사가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초기부터 데이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 7개의 글로벌 제약사*가 핀젠 프로젝트 초기자금의 2/3를 지원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 파트너로 참여
* 애브비(Abbvie),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바이오젠(Biogen), 세엘진(Celgene), 제넨테크
(Genentech), 로슈(Roche Group), 머크(Merck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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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②)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데이터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도 플랫폼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플랫폼이 구축되고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도 플랫폼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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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종류나 규모를 확대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고 활용성 증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법은 ① 이용자 요구, 사회적 상황(예. 팬데믹)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②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물과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플랫폼에 축적하는 것
 (사례) 미국 ‘All of Us’는 2020~2021년 1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자건강기록(EHR), 핏빗(Fitbits)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한 생체 데이터 등을
확보하여 기존 데이터에 추가함으로써 팬데믹 연구를 촉진3)
[그림 12] 미국 ‘All of Us’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집·공개한 데이터

자료: NIH(2020.11.12.), p.22

 (사례) 영국 ‘UK 바이오뱅크’는 ① 50만 명의 유전체를 수집한 이후에도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②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완료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 관련 데이터, 연구 방법론 등을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최종 분석 데이터와
파생된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 세트를 플랫폼에 제공하도록 규정
- (추가 공개) 2014년에는 3만 명의 활동 데이터, 2019년에는 생화학 데이터, 2020년에는
2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 등을 추가로 수집하여 공개

3) NIH(2020.11.12), All of Us Researcher On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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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제공) 플랫폼 참여 유인 강화 및 동의제도 고도화
 (필요성) 개인 등 데이터 제공자들이 플랫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안 및 참여 유인과 동의제도를 설계해야 함
 일반적으로 개인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가

낮기 때문에 홍보나 제공되는 유인(incentive)이 부족할 경우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게 됨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자가
기관인 경우와 달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개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거나 개인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보해야 함
- 데이터를 기존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마다 모든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헬스케어 데이터는 개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제공자로서의 권리를 구현하기가 어려움
 (추진과제①)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의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소통 경로) 개인에게 플랫폼을 홍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로로 ① 의료기관 진료 중

참여 권유, ② 건강검진 및 헌혈 시 제안, ③ 가족 단위 모집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사례) 미국 ‘All of Us’는 의료기관, 직접 등록 및 참여자 센터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의 주치의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
-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채혈과 소변검사 등을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특정장소를 방문
해야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헌혈 등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환자 및 가족의 유전체를 수집하여 세대 간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유전 상담
(genetic counseling)도 가족 단위의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
 (참여 유인) 플랫폼에 대한 참여 유인으로 ① 의료·건강 정보 및 데이터 분석결과 ② 의료

및 편의 서비스 ③ 행동과학적 접근인 게임화(gamification)를 통한 재미 등을 제공 가능
- (정보 및 분석결과) 데이터 포털(portal)을 통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유전정보
분석 결과, 활용되는 연구 현황 및 연구 결과 등을 제공
- (의료 및 편의 서비스)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자처방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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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당뇨 관리앱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게임 형태로 포인트, 쿠폰 등을 받기 위해 사용
하며 식단 기록과 혈당 변화를 확인하다가 점차 개인이 스스로 당뇨 관리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플랫폼에 지속적·자발적으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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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②) 포괄적 동의나 동적 동의의 활용을 고려하여 동의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대신하는 데이터 신탁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적용 검토
 (동의제도) 다양한 용도에 대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에는 ① 광범위하게

지정된 분야에 대한 연구 범위 내에서는 재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포괄적 동의’,
② 데이터 제공자가 자신의 인체유래물 및 데이터가 활용될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연구 참여 여부를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동적 동의’ 등이 있음
- (사례) 영국 ‘UK 바이오뱅크’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또는 인체유래물(biospecimen)의
저장, 유지 및 2차 연구(secondary research) 사용에 한하여 포괄적 동의를 허용4)
- 동적 동의에서 데이터 이용자는 동의서의 내용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상에서 제공자에게 알리고, 제공자는 이에 대해 응답 및 동의 내용을 수정5)
 (데이터 신탁) 개인 대신 데이터를 관리할 주체를 확보하는 방안에는 데이터 수집, 구축,

활용 및 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이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표 4>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3가지 대안의 유의점 및 활용 가능 환경
구분

활용 가능한 환경

유의점

포괄적 동의

①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문해력이 높을 때
사용 권고, ②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 필요

-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를 오남용하면 정부
주체인 개인이 데이터 활용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자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음

동적 동의

동적 동의를 구현할 수 있는 ① 플랫폼 내 제반
시스템 필요, ② 플랫폼 운영자 및 데이터 제공자의
추가 노력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데이터 제공자가 새로운 동의 요청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필요
하여 참여 철회가 증가 가능

데이터 신탁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명확한 목적, 법적
구조, 관리 대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의사
결정과정 및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등이 필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아직까지 구체
화된 운영 전략 등은 부족

자료: 연구진 작성

4) Mikkelsen et al.(2019),“Broad consent for biobanks is best – provided it is also deep”, BMC Medical Ethics, 20, 71.
5) Dankar et al.(2019), “Dynamic-informed consent: A potential solution for ethical dilemmas in population sequencing
initiatives”, Computational and Structural Biotechnology Journal, 18, pp. 9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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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이용) 가시성 높은 시스템 설계 및 접근 권한 차등화
 (필요성) 플랫폼의 데이터 이용을 확대하려면 데이터 가시성을 높이고 접속 환경을 폐쇄망

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데이터 접근권한을 차등화해야 함
 일반적으로 국내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심의 이후 실제로 데이터를

받은 후에야 데이터 구조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이용자의 접근이 쉽지 않음
 데이터 보호만을 중시하여 폐쇄망 접속환경을 고수할 경우 데이터 및 분석결과 임시저장,

다른 데이터 결합 활용 등이 불가능하여 결국 데이터 이용률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로 인해 현재
폐쇄망 내에서 데이터를 열람한 후 분석결과만 반출을 허용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 전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양극단의

사이에서 데이터 종류와 이용자별로 접근권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이 ① 일반연구자, ② 기관연구자 및 ③ 협력연구
자로 구분하는 방안을 적용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
 (추진과제①)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가시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데이터의 잠재적 이용자가 데이터 획득 전에 플랫폼 내에서 쉽게 데이터 종류, 표본 수, 수집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시성(visibility)이 높은 시스템 설계
 (사례①) 미국 ‘All of Us’는 ‘데이터 브라우저(Data Browser)’ 기능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

하는 모두에게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영국 ‘UK 바이오뱅크’도 유사 서비스 제공
[그림 13] 미국 All of Us의 데이터 브라우저(Data Browser) 일부

자료: 미국 All of U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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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②) 데이터 접속환경을 현재의 폐쇄망에서 점차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화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폐쇄망 분석센터의 개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으나

STEPI Insight |

폐쇄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점진적으로 접속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
* 클라우드에 대한 논의는 접속환경에 대한 것이며, 데이터 저장의 경우 자체 서버, 자체 클라우드, 상용
클라우드, 국내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 등의 선택은 플랫폼의 운영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사항
 (사례①) 미국 All of Us, 영국 UK 바이오뱅크, 핀란드 핀젠 등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들은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제공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를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이용자 그룹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②) 미국 ‘All of Us’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공공 계층(public tier), 등록 계층

(registered tier) 등 4개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별로 활용 데이터와 접속 경로를 다르게 설정
- (1단계, 공공 계층) 모두에게 공개되는 데이터로 기술 통계 요약 정보가 제공
- (2단계, 등록 계층) 등록된 연구자에게 설문조사, 전자건강기록(EHR), 생체 지표 등
개인정보 보안 원칙을 준수하며 비식별화된(de-identified) 형태로 제공
- (3/4 단계, 제어 계층) 등록 계층에게 제공된 데이터에 추가하여 전체 게놈 시퀀싱(WGS),
유전형 배열 데이터 및 이전에 제공되지 못했던 인구 통계 데이터 등이 제공될 예정
[그림 14] 미국 All of Us의 데이터 계층과 접근 경로 및 권한

자료: NIH(2020.11.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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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운영) 관리·감독과 개발·운영 주체 분리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필요성)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과 플랫폼의 개발·운영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르므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은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으로서 정책적·행정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플랫폼의 개발·운영은 효율성이 중요한 영역으로서 기술적·사업적 전문성이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시범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관리·감독과 개발·운영까지 모두 담당
 민간 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료 등의 예산 확보방안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수혜자 부담원칙에도 위배
-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은 참여기관 섭외,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나 아직 예산 확보방안이 부재
 (추진과제①) 공공 부문은 전체 사업의 관리·감독을, 민간 부문은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기업을 선정
 공공 부문에서는 사업 기획, 플랫폼 개발·운영 기업 선정, 데이터 보안 감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임자를 선정 할 때 필요
역량과 유의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그림 15] 플랫폼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연구책임자(PI) 선정 시 고려사항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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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에서 플랫폼의 개발·운영의 총괄, 즉 데이터 제공자·이용자에 대한 홍보, 기술·

서비스 개발, 인프라 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할 민간 부문을 선정할 때, 특성에 맞는 개별
STEPI Insight |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
- 헬스케어 기업 또는 디지털 기업, 대기업 또는 벤처기업, 개별 기업 또는 컨소시엄 등의
대상 기업과 함께 계약 기간과 방식을 선택
 (추진과제②) 선정된 기업이 플랫폼의 개발·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도입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플랫폼 참여자 및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

및 인력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플랫폼 생태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모델이 필요
 플랫폼의 사업모델은 헬스케어 플랫폼 참여 주체가 수익과 편익을 공유 및 환원하는 방식

으로 설계해야 하며 데이터 구독료, 이용료, 가입비 또는 이를 혼합한 형태가 가능
- (사례) 영국 ‘UK 바이오뱅크’는 전체 데이터를 3개 계층(tier)으로 구분하고 개인인가
기관인가, 첫 가입인가 기간 연장인가, 어느 계층까지 이용하는가에 따라 이용료 차별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개발·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적정하게 결정

하고 과도한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
- (사례) 영국 ‘UK 바이오뱅크’는 ‘UK 바이오뱅크(UK Biobank Ltd)’라는 ‘자선회사
(charitable company)’가 운영하며 이는 수입과 지출 내역, 자산과 부채, 연간 수익
등을 공개하고 규제기관인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감사를 받음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와 같은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사회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 2020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의 주요 애로사항은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5.7%)’과 ‘구매 데이터 불합리한 가격 책정(51.9%)’이 가장 큰 어려움
- (데이터 이용자, 기업) 거래 데이터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적정가격 산정 어려움
- (데이터 제공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데이터 생성 비용보다는 생성 이후 품질 확보를
위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데이터 가격에 반영 필요
- (데이터 제공자, 개인) 개인은 생성된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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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환경) 성공사례 창출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추구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
 헬스케어 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악용, 오용, 유출되었을 때의 비용만 강조할

경우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편익 창출이 불가능
- 공공 부문은 전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민간 부문은 사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분법적
구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작용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부적절
 우리 사회가 헬스케어 데이터 측면에서 여러 통념에 갇혀 있고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업 추진 주체가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
- 정치적인 목적이나 단기적으로 형성된 여론을 배경으로 소관 부처에서 몇 개월간의 압축적인
작업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청취, 대안 탐색, 합의 도출 부족
 사회적 공감대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장기적인 과제로만 미루기보다는 작은 성공들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필요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노력이 필요
 (추진과제①) 신규 플랫폼 기획 시 메가 플랫폼만을 지향하기보다 강소 플랫폼을 구축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적으로 신규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기획할 때 메가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확실한 수요에 기반해 강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성과를 창출하기에 적합
- 국내에서 데이터 플랫폼 정책을 설계할 때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칫 불필요한 데이터가 과도하게 모이게 되어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
 우리 사회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
- 데이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를 불러 모으는 효과가 있음
 (추진과제②) 데이터 삭제·폐기를 포함한 데이터 수명 전 주기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신뢰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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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 폐기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 신뢰 구축 및 보안 강화 가능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자가 플랫폼을 신뢰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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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폐기 과정을 포함한 데이터 수명 전(全) 주기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데이터 이용자가 이 과정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데이터 폐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폐기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전문 기관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
 (추진과제③) 대규모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조율하여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법제도 정비가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
 (사례) 영국 ‘UK 바이오뱅크’와 핀란드 ‘핀젠’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
 (추진과제④) 우리 사회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가들이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교육의 장(場))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TED 형식의 강의 등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의 기반 마련 필요
- 의미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가 축적되면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일반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 필요

 (사례) 핀란드의 핀젠 연구 프로젝트는 배우, 작가, 기자, 과학자 등 유명인들이 캠페인의

의미를 설명하는 30초 가량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모바일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에 게재하여 데이터 리터러시 제고
 (추진과제⑤)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숙의 민주주의

제도 활용, 녹서·백서 발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숙의 민주주의 제도 활용)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측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구축
-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좋은 사례로 당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측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좋은 선례를 제시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찬반 그룹이 각자의 주장을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데이터 생태계 모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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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추이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녹서 활용) 최종 정책안을 발표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잠정적인 생각을 담은

‘녹서(green paper)’를 적극적으로 활용
- 독일 정부는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내놓기 2년 전 <노동 4.0>이라는 녹서를 내놓고
전 독일 사회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고 공기업, 협회, 일반 기업, 학문 분야의
전문가,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짐(박태웅, 2021)
 (추진과제⑥)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제약사,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이용자 그룹을

확대하고 민간 헬스케어 생태계와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기업 참여 확대) 데이터 이용자에는 의사, 교수 등의 연구자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있는데,

특별히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
- (이유) ① 첫째, 제약사,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기업,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 등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 ② 생태계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면 이는 새로운 데이터 제공자의 참여 증가, ③ 비즈니스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과 생태계를 운영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 가능
 (생태계간 연계 모색) 독립적으로 구축된 생태계 간 연계를 통해 플랫폼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 목적에 부합한다면 공공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를 민간의 생태계와
연결 고려 가능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각 기업마다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공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파트너를 선택
 정부 등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하는 주체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사업 초기부터 데이터 표준화를 준비해야 하고 생태계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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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integrated strategy
for utilizing healthcare data public platform
Ilyoung Jung et al.

 Necessity of vitalization of healthcare data platform
 Healthcare data is a resource that must be utilized to ensure a healthy life,

and various national

projects are being promoted to promote the

accumulation and use of healthcare data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cases to vitalize

the healthcare data platform and propose a healthcare data platform
revitalization strategy that solves five key tasks.
 This study derives five key tasks to revitalize the health care data platform by

considering the health care characteristics and the mechanism of the data
platform, and proposes five strategies through case analysis
- (Data construction) The platform structure, participant roles, operation
rules, etc. must be designed so that the demand of the group that will
actually use the data is accurately identified and the appropriate data flows
continuously
- (Data provision) In order to secure sufficient quality data,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latform promotion and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data
providers and obtain consent.
- (Data use) In order for many users t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grasp the usefulness of data in advance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data can be easily used.
- (Role of each entity) Entrust the operation to an entity with healthcare
expertise and a platform business mind, and come up with a plan to secure
finan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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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environment) In order to raise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healthcare data,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performance to the public and to come up with a way to reach a social
STEPI Insight |

consensus.
 Domestic and foreign healthcare data platform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Korea, Healthcare Big Data Platform) Various research opportunities are

provided through data linkage, but the data utilization environment such as
strict deliberation procedures and closed networks needs to be improved for
platform growth
 (Korea, Federated e-Health Big Data for Evidence Renovation Network,

FEEDER-NET) As a platform that meets the needs of data providers and use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xpansion, but in order to be sustainab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ecure an operating budget
 (Korea, The National Pilot Project of Bio Big Data Construction) As the first

large-scale

project

attempted

in

Korea,

the

key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is the need for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roject management, supervision, development and operation entities
 (USA, All of Us Research Program) Secur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platform while

providing the most active participation incentives to data providers and users
 (UK Biobank, UK) Maintaining business efficiency and continuity through

stable business promotion und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and unique
operating structure of philanthropy companies
 (FinnGen Research Project, Finland) Creating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by disclosing data only to consortium partners of financial support for
medical research and drug development and enacting laws related to data use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ing the healthcare data platform
 Based on the data platform ecosystem theory and domestic and foreign

healthcare data platform case analysis, we propose 5 core tasks and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domestic healthcare plat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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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 collection reflecting demand and expansion through a virtuous cycle
 (Agenda ①) Conduct a demand survey for a wide range of consumer group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and reflect this in the design of the platform
- It is also desirable to identify the types and contents of data needed by
potential data users, collect data based on the relevant items, and engage
key users as partners in the platform business.
 (Agenda ②) Considering the needs of user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the size and type of data, and design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results using data also flow into the platform.
- Methods of expanding data to activate the platform include: ① adding data
that reflects user needs and social situations (eg, pandemic); ② It is to
accumulate the results of research conducted using the data of the platform
and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again on the platform.

2. Reinforcement of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and
advancement of consent system
 (Agenda ①) To promote the platform and promote participation, diversify

communication channels with data providers and strengthen participation
incentives.
- (Communication route) As a route to promote the platform to individuals
and collect data, ① invitation to participate during medical treatment, ②
proposal for health checkup and blood donation, ③ recruitment for family
units, etc. may be considered.
- (Participation incentives) As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①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and data analysis results ② Medical and
convenience services ③ Provide fun through gamification,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Agenda ②) Considering the use of comprehensive consent or dynamic

consent, upgrade the consent system, and review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methods such as data trusts on behalf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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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ystem design with high visibility and differential access rights
 (Agenda ①) Design a system with high data visibility to secur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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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a system with high data visibility so that potential users of data can
easily check the data type, number of samples, and collection path within
the platform before data acquisition.
 (Agenda ②) Change the data access environment from the current closed

network to a method that uses the cloud gradually, and differentiate access
rights according to data user groups
- Data is divided into several layers according to data sensitivity, and access
right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user groups so that various users can
utilize the data.

4. Separa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development and
operation entities and preparation of budget securing plan
 (Agenda ①) The public sector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ntire project, while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platform.
- In the public sector, the role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PI) is important
in project planning, platform development and operation company
selection, and data security supervision.
- When selecting the private sector responsible for public relations for data
providers and users, technology and service development, infrastructure
investment, etc. to be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platform in the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individual company
or consortium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Agenda ②) Introduce a business model so that selected companies can

continue to develop and operate the platform.
- A business model that secures the platform budget so that the platform
ecosystem can virtuous cycle is needed by promoting infrastructure and
manpower investment without any setback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platform participants and data without relying o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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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ts generated from the platform should be appropriately determined at
a level that covers development and operation costs, and supplementary
devices are needed to prevent excessive profits from occurring.

5.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through creation of successful cases and
reform of legal systems
 (Agenda

①) When planning a new platform, rather than aiming for

mega-platform alone, it is desirable to build a small and medium-sized
platform to create results and gradually expand it by forming a social
consensus based on this.
 (Agenda ②) Enhancing trust in data provision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processing processes throughout the data
lifecycle, including data deletion and disposal
 (Agenda ③) In the process of promoting a large-scale healthcare platform

business, the legitimacy of the business is secured by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by coordinating various viewpoints
 (Agenda ④)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ealthcare data professionals to

easily communicat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to increase
data literacy and build consensus in society
 (Agenda ⑤) Whenever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healthcare data

appear, social consensus is drawn up through the use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system and the publication of green papers and white papers, etc.
 (Agenda ⑥) Expanding the user group to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ealthcare companies and linking with the private healthcare ecosystem, if
social consensus i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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