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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반경제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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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ased  

Economy  

시대 

기존 건강산업의  

영역 확장 

타 산업의  

건강분야 진출 

국민경제에서  

건강산업의  

비중 증가 

기존 건강산업의 영역확장, 타 산업의 건강분야 진출 확대 등으로 건강이라
는 요소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Health-based Economy 시대 
도래 



 건강인-환자, 치료-건강관리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 

의료산업의 경계가 사라진다 

Life-style Drug 
Anti-Aging 

의복, 시계, 
관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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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의 헬스케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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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문제 1 : The Innovation Gap 

인체와 질병에 대한 지식 수준은 발전해왔으나 Actual patient benefit은 
여전히 낮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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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단계에 존재하는 GAP 

보건의료 기술혁신의 긴 과정 중에 존재하는 GAP들이 기술혁신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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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증가형 혁신 모델의 한계 

최근 신기술의 가격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신기술이 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  

 현재의 고비용의 혁신모델은 보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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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상생적 공진화 중요 

 현재 보건산업은 착취적, 경쟁적 공진화 중심 

지속가능성 문제 2 : 제한된 파이내 제로섬 게임 

보건산업에서  
가능한 방안은? 

착취적 공진화 경쟁적 공진화 상생적 공진화 

자연 
생태계 

보건산업 
생태계 

홍진환 등, "보건의료 생태계의 공진화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3 (2012): 53-77. 재가공  7 



 현재 상황 : 제한된 파이 내 Zero-Sum 게임 → 착취적, 경쟁적 관계 

 의료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Positive-sum 필요 → 상생적 공진화 가능 

상생적 공진화를 위해 산업의 파이가 커져야 

Zero-Sum 게임 상황 

의료수가, 약가 등 각종 수가 문제, 의사-약사-한의사 등 
직역갈등 문제 

제한된 건강보험 내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
섬 게임의 양상 

전통적으로 의료산업의 틀 내에서는 제로섬 게임만 반복 

Positive-sum을 만들어 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
로 발전 

Positive-Sum 게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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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산업으로  
산업영역을 확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영역 개척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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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문제 3 : 건강과 경제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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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시스템의 관점 : 산업발전은 비용상승 및 비효율 증가 요인으로 바라봄 

경제시스템의 관점 : 건강관련 제도가 산업발전 저해요인으로 바라봄 

수명 연장만으로 해마다 2조 6,000억 달러 국부 증가 
Murphy, Kevin M., and Robert H. Topel, eds. Measuring the gains from medical research: an economic 
approa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새로운 항암제 개발로 인해 1975-95년 사이 암 진단 환자의 기대수명 대략 1년 증가 
Frank R. Lichtenberg, “The Expanding Pharmaceutical Arsenal in the War on Canc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10328(Cambridge, MA : NBER, February 2004) 

건강의  
경제효과 

기술혁신의 
건강효과 

그러나, 궁극적으로 건강과 경제는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 



지속가능성 문제 4 : 기술변화와 산업규제와의 괴리 

산업변화에 따라 규제 프레임의 변화 야기 현재의 시스템은 All or Nothing 접근법 

 산업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틀 필요 

 규제 운영의 유연성 제고 필요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 모바일앱 제작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해석함에  

  따라  국내 배포 금지 

 3D 프린터 제조 의료기기 등장 

 의료기기 제조업소, 제품의 개념 변화  

 자가제조제품에 대한 문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계 분야 

 세포치료제, 이종장기, 유전자치료, 조직

공학제품 등은 시술과 제품의 성격 복합 

 All or Nothing 접근법으로 회색지대에 대한 

고려 없음 

 새로운 산업, 기술은 불확실성과 모호성 내포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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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트렌드 1 : 파괴적 혁신 기술의 등장 

보건산업 생태계 게임의 룰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 기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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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 

3D 프린팅 

빅데이터 

줄기세포 재생의학 

일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동 life log 데이터 생성 

건강관리의 새로운 플랫폼

으로 활용 

데이터의 모니터링 수준에

서 맞춤형 예측으로 발전 
사무실에서도 제조가 가능 

(혁신의 분권화 가속화) 

현재의 의료기기 등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유전체 맞춤의학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약품

의 경계 분야 : 새로운 제도

체계 및 산업모델 요구  

블록버스터 산업모델에서 

개인 맞춤형 산업모델로 변

화 (시장 세분화 가속화) 

http://www.impactlab.net/wp-content/uploads/2013/11/wearable-devices.jpg


User innovations are 
not a new phenomenon 

인공심폐기 :  미국 MGH 의사
인 John Gibbon이 발명(1953) 

Motivation: death of a young   
patient (1931) 

의사의 의료기기 개발 사례 많음 

미국 1990-1996년간 등록된 26,156개 의료기기 
특허 중 20% (5,053/26,156)가 의사에 의한 발명 
(Chatterji, 2008) 

때론 사용자가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창조 

Botulinum Toxin A (Botox) 1989년 사시, 안면경련증, 
안검경련의 신약으로 승인(Allergan 社) 

 1992년 한 안과의사가 미용목적 사용 논문 발표 

 60% of off-label uses are discovered by users 
(Demonaco, Ali, von Hipp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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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트렌드 2 : 혁신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사용자 



사용자 혁신의 사례 

간호사에 의해 창업된 기업 Coloplast 

1954년 덴마크 병원 간호사 Elise Sørensen는 그녀의 
언니가 장루 수술받은 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피부에 
단단히 부착되어 배설물이 새지 않는 장루백(Ostomy 
bag)을 개발 

이후 1957년 Coloplast를 창립,  2011년 기준 101.7억 
DKK(약 2조원)수익을 창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심지어 환자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 

ReWalk  

사지마비환자이자 엔
지니어 였던 Amit 
Goffer에 의해 개발 

Showeer Shirt 

 유방절제술을 받은 
Lisa Crites에 의해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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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필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새로운 건강산업 패러다임 필요 

현재의 딜레마 

건강산업으로 영역확대 

• 고령화, Anti-aging 

와해성 기술의 확산 

• ICT, 빅데이터, 3D프린팅 

참여형 혁신모델의 등장 

• 사용자혁신, 크라우드펀딩 

지속가능 혁신 관심 증대 

• 적정의료기술 

Zero-Sum 게임 산업 생태계 

• 착취적, 경쟁적 관계 고착 

R&D 생산성 정체 

• 비용급증, 체감성과 미흡 

건강정책과 산업정책의 대립  

• 의료비통제 ↔ 산업성장 

산업변화와 규제제도간 Gap 

• All or Nothing, 유연성 부족 

새로운 건강산업  
패러다임 필요 

창의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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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반경제 시대의 패러다임 : 건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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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 

건강기반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건강경제  

국가전략化 

국민건강경제  

건강과 경제의 상생 발전 
건강 분야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 

 



新 
수요 

혁신 
창출 

혁신 
창출 

新 
수요 

상생 

Efficiency Creativity 

Sustainability 

건강 
시스템 

경제 
시스템 

건강
향상 

경제
성장 

Health Needs 

효율성 제고 
산업투자 

신성장동력 

건강경제의 개념 

 건강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의 상생발전을 통해  

 건강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 발전이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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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제 패러다임의 주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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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제 패러다임 기존 관점 



건강경제 실현 핵심 전략으로서 빅데이터의 역할  

빅데이터는 의료시스템 효율화와 산업발전에 동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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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sey, Game Changers: Five opportunities for US 
growth and renewal, 2013 

빅데이터로 의료비 1900억달러 절감예상(미국) 빅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영국) :  
6년간 80조, 일자리 4,000명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Unlocking the value of big data, 2012 

* 미국의료비(2.8조달러)의 6-7%인 1,900억달러 절감 



빅데이터를 통한 건강경제의 실현 

국민건강과 산업발전의 연결축으로서 건강경제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
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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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부터 활용까지 수많은 정보가 발생 

기초연구, 임상연구, 사용확산,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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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kar, Indra Neil. "Biomedical informatics and translational medicine."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8.1 (2010): 22. 



빅데이터의 원천으로서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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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유실되고 있음 

Source: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수많은 Insight, Evidence, Experience 가 소실되고 있음 

Institute of Medicine. Best care at lower cost: the path to continuously learning health care in America. National Academies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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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의 낭비 

미국의 경우 $765 billion 이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24  
Institute of Medicine. Value in health care: Accounting for cost, quality, safety, outcomes, and innovation: 
Workshop summary.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0 

* U.S. health care spending in 2012 : $2.8 trillion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의 필요성 

다양한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유용한 Insight 도출 

의사결정 개선, 비용 절감, 의료성과 향상, 산업기회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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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Analytics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Source: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의료진과의 소통, 의료자원/재무 활용 최적화, 소비자 
의사결정, 임상시험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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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활용 

 27  

유전자 세포 조직/장기 Individual Population 

R&D 기획 신약물질탐색 임상시험 마케팅 
의약품 감시  
및 규제 혁신 

Idea 연구 제품개발 시장확산 

유전체 분석 정보 EMR 
건강보험 

정보 
IOT 센서 

정보 
소셜 미디어 

정보 
특허  
정보 

 공백기술 탐색  유전체 맞춤형 
   치료제 

 임상시험  
   데이터 공개 

 잠재소비층 발굴 

 

 Better Insight    
   into patient  
   behavior 

 ABPI 의약품 감시 
   규제혁신 프로젝트 

 

 미국 FDA EMR 활용  
   부작용 모니터링 

빅데이터 
생성 

빅데이터 
산업활용 



최근의 건강관리 전략 : Incentivized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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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과 Incentivized Wellness 결합시 건강 행동의 변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 건강관리 가능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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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가 주도 

 총 2억 달러(약 2,100억원)의 예산 투입 예정 

 보건의료분야는 우선지원분야로 분류되며 의학, 건강, 질병 

등의 데이터 개발 및 관리에 투자 진행 예정 

 ’14년도 까지 EMR 도입 의무화로 빅데이터 기반 구축 

 “One patient, one record” 실현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새로운 의

료 IT전략 수립(‘08) 

 모든 환자 정보를 하나의 DB로 통합한 전자의료기록시스템

(NEHR,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운영 개시(’12) 

 투입 예산은 약 13억 S$(’13-’19) , 총 약 19억S$ 이익 예상 

Big Data R&D Initiative를 통해 본격적인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 구사 (‘12.3)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센터(HSCIC)설치 
(‘13.4) 를 통한 의료정보 통합관리 추진 

NEHR 구축을 통한 정부주도 보건의료 IT 
전략 추진 

 Digital Agenda 일환 유럽 데이터 포털 개설(‘11.12) 

 ‘11~’13년 예산 약 1억 유로(약  1,400억원) 투입 

 약물유해반응 조기발견, 질병예방 연구 수행 

 각국의 분산된 연구능력을 집중하여 뇌공학 연구 프로 

   젝트(Human Brain Project) 수행 

 만성질환 환자 신체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Open Data strategy를 통한 유럽 통합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Health and Social Information Centre(HSCIC) 설치 

 의료서비스 수요자대상으로 높은 품질의 데이터 공급 및 

의사결정 지원이 주요 목적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에 기반하여 의료   정

보 획득 권한 부여 

 연간 운영 예산 약 2억 1천만 파운드(약,3,580억원) 



영국의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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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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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한 IT, 제조업 기반 

•혁신에 개방적인 소비자 

•단순축적으로 가치창출 곤란 

•기업단독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재 

•단일보험자 체계의 초대형 빅데이터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의지 

•의료기록과 연계시 가치 확대 

•현행법상 개인식별 연계 제한 

•병원간 자료 연계 곤란 

•자료 공개 활용 인센티브 부재  

•개별 연구기관별 분산형 축적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축적 전략 미흡 

•국내 병원의 높은 정보화 수준 

•초대형 병원의 대규모 데이터 

•질환 유전자 발굴 등 연구강점 

•코호트 유전체 자원 축적 



우리나라의 잠재력 : 국가차원의 데이터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자 체계로 초대형 보건의료빅데이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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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항목 보유자원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 
 표본코호트 DB 

 ‘01~’10년 진료/건강검진결과/환자등록정보  
   등 국민건강정보 924억 건 
 표본코호트 100만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지원센터 DB 
 요양급여비용청구, 의약품 처방조제 DB, 환자진료 등    
   연간 200 억 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병원체 자원 데이터  (효모, 세균, 바이러스 등) 
 코호트/질병기반  인체자원 약 38만명 분 
 약 25만명, 23,000개 유전체 샘플 데이터 

국립암센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시스템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 

 검진대상자 정보, 암검진 결과 데이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 데이터 

의료기관  의료기관 별 전자의무기록 DB  환자 외래/입원/진료 기록  

헬스케어 관련기관 
 기관별 PHR (Personal Health  
   Record) DB 

 개인별 생체정보 등 Life Log 데이터  



산재된 빅데이터의 통합 활용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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