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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영역의 빅데이터 연구 - 빅데이터연구위원회 활동 및 성과
중심으로 1

2

2

3

3

4

5

김지현, 정현수 , 김현수 , 김수영 , 차재명 , 이창균 , 박병규 , 박소희 ;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연구위원회
1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3
4
5
내과학교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Research Using Big Data in Gastroenterology - Based on the Outcomes from Big Data
Research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Jie-Hyun Kim, Hyunsoo Chung1, Hyun-Soo Kim2, Su Young Kim2, Jae Myung Cha3, Chang Kyun Lee3, Byung Kyu Park4 and
5
Sohee Park ; for the Big Data Research Group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1
2
of Medicine , Seou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 Wonju;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3
4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Seoul;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 Goyang;
5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 Seoul, Korea

The Big Data Research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conducted activities and researches with three
goals. First, it provides the basis for proper and cost-effective treatment of digestive diseases in Korea. Second, it carries out population-level global research by establishing a system of big data analysis related to gastroenterology. Third, it provides th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with the opportunity to plan and assess the public interest related to big data. The
studies published by the committee members in this paper were carried out under these objectives, and the findings are believed
to have achieved the public interest goals that may be helpful in the current medical and health policy. The construction of the big
data infrastructure for digestive drugs is also underway, and we expect to see meaningful results pertaining to important digestive
drugs. Research using public health medical big data,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ata base, should ultimately provide a basis for reflecting public messages and policies for the public. To this end, it is necessary for Korean researchers to lead efforts to lower the barriers and to approach relevant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using big data research.
(Korean J Gastroenterol 2020;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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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 저장, 처리하여 목적에 맞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론

유의미한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보건의료(healthcare)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는 단순히 대용량

빅데이터는 진료 정보 기반의 건강과 관련된 유전체, 가족 및

자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빅데이터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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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전부 포함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를 의미하며, 특히

빅데이터연구 공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론에

4V (대용량[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가치

서는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연구위원회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value])로 표현되는 빅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각 위원들이 진행하였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연구의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

추세와 시행 연구의 의미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과 전망에

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크게 공공 영역(보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및 국립암센터를 중심으
로 모은 유전체 데이터, 청구･행정 데이터 및 조사 데이터)과

본

론

민간 영역(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수집한 임상 데이
터 및 모바일 장치 등을 통한 스트림 데이터)으로 나눌 수 있

1. 대장암에서의 빅데이터 연구

으며, 대부분의 국내 인구 기반 빅데이터 임상 연구는 공공

대장암과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는 두 가지 결과를 소개하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자 한다. 첫 번째는 중간암(interval cancer)과 관련된 연구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나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국내의 연구자들은 개인이나 또는 학회 차원에서의

추적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이거나 저위험

접근을 통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

샘종이 발견되면 5년 후 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고위험 샘

행하고 있다. 임상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보

종(1 cm 이상의 샘종, 융모형 샘종, 고도이형성 샘종, 3개 이

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1
상의 샘종)이 발견되면 3년 후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자료 이용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및

정해진 추적 기간 내에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를 중간암이라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 아직까지는 개인이 단일로 진행하기에

고 하며, 특히 기본 검사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추

는 어려운 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 기간 내에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장 내시경 후 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는 건강 검진, 보험료, 진료 내역

암(postcolonoscopy colorectal cancer, PCCRC)’이라고 한

등 8,000억 건이 넘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

다. 대부분의 PCCRC는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놓친 병

고 있는 강력한 실세계 기반 데이터(real world data)이기 때

변에서 발생하지만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병변을 완전

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루

하게 절제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어야 하는 금맥(a vein of gold)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서는 병변이 없었지만 추적 기간 내에 새롭게 암이 발생할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통하여

2-5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장 내시경 검사

2-5

따라서, PCCRC

적정하고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빅데이

에 대한 연구는 대장 내시경 검사의 질 관리 분야에서 매우

터 분석 체계를 확립하며 회원에게 공익 연구 계획 및 실현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병변을 놓치거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정하여 2015년 빅데이터연구위원

나 불완전 절제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연구 주제이다. 아시

회를 구성하였다. 빅데이터연구위원회는 창설 이후 많은 다양

아 국가에서는 서양과 의료기관 이용 행태나 자원이 다르기

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빅데

때문에 PCCRC 환자들의 임상 특징이나 생존율이 서양과 다

이터 연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어떻게 심평원 및 국민건강보

를 수 있지만 이런 연구들이 주로 서양에서 시행되었으며 아

험공단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지, 빅데이터 의료 통계 분석을

시아 국가에서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어떻게 하는지, 연구 설계 및 논문 작성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

본 위원회에서 시행한 연구는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

의 전문가와 함께 토의 및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덧붙여 현재

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단된 PCCRC의

진행형으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자문을

6
임상 특성과 생존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본 대장 내시경

해주고 빅데이터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검사를 시행하고 12-60개월 후에 발견된 대장암은 5.5%였으

었다. 2)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서 매년 꾸준히 학술 활동을

며, 12-120개월 후에 발견된 대장암은 7.8%로 서양과 비슷한

전개하였다. 매년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

수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국내에서 PCCRC는

세션을 따로 준비하였으며, 2018년에는 World Endoscopy

5.5%에서 10.2%로 1.9배가 증가하였다. 고령, 남성, 우측 병

Organization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기반 국제 심포지엄도 진

변, 사회경제적 여건이 높은 환자, 비흡연자들이 PCCRC의

행을 하였다. 3)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정례회의

위험인자였으며, PCCRC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대장 내시

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단과 연구자와의 상호 협력 증

경 검사 도중 발견된 대장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과 차이가

진 및 공단 연구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대장 내시경 검사의 질 관리

2019년에는 최초로 제1회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소화기학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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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이후 세계내시경기구 에서 PCCRC의 정의를 6-36개월

위 내시경이 위암 진단에 있어서 민감도가 의미 있게 높음이

후에 발견되는 대장암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하였

보고되었다.8-10 위암 검진을 위한 검사의 특징상 위암 진단뿐

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

만 아니라 식도암 진단도 가능할 수 있으나 위암 검진 프로그

겠다.

램에 의한 식도암 예후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두 번째 연구는 국가 수준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공급량에

않다. 식도암은 진행성 식도암의 경우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

대한 연구이다. 소화기 내시경 수련을 오래 받은 전문가들만

암종으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나 흔하지 않은 암종인 만큼 스

대장 내시경 검사와 폴립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

크리닝이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 또는 권고사항이

장 내시경 검사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대장암 선별 검사 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위암 검진 프로그램이 식도암 예후

그램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중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의 위암 검진 프로그램이 식

국과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한

도암 예후에 있어서도 타당한지 분석해보고자 본 위원회는 연

접근성이 매우 좋고, 대장 내시경 검사 가격이 저렴하며, 잘

구를 진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숙련된 대장 내시경 검사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서양과는 의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식도암으로 진단받은 16,969명의

료 환경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대장 내시경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까지의 추적 결과를 분석하였

검사의 국가적인 공급량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국가

다. 식도암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수준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공급량에 대한 연구는 현재 대장

코드를 이용하여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 민감도 분석은

내시경 검사 자원의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차 대학병원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대장암 선별 검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

연계를 통하여 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식도암에 의한 사망률을

구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하였다. 전체 환자 중 암 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는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장 내시경 검

약 51.1%였고 이 중 절반은 위 조영술, 절반은 위 내시경을

사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7

시행받았다. 검진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의

국내에서 12년 동안 13,219,781명의 환자에 대하여

미 있게 식도암 사망률을 약 35% 줄일 수 있었고, 특히 위

14,511,158건의 대장 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었다. 대장 내시경

내시경을 받은 경우 식도암 사망률을 약 50% 정도 줄일 수

검사 및 폴립절제술은 남녀, 50세 미만/50-74세/75세 이상의

있었다. 최근 위암 검진의 경우 74세 이하에서는 효과적이나

모든 연령대, 일차, 이차, 삼차 의료기관에서 모두 증가하였

75세 이상에서는 위암 검진의 사망 예방 효과가 관찰되지 않

다. 2002년과 비교하였을 때 대장 내시경 폴립절제술은 특히

9
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4세 이하와

여성보다는 남성, 50세 미만의 연령대보다는 50-74세 및 75세

75세 이상에서의 위암 검진 프로그램의 식도암 사망률 예방

이상의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과 비교하였을

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았을 때, 75세 이상에서도 약 24%의

때 대장 내시경 폴립절제술은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유의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위암

게 증가하였으며, 삼차 의료기관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검진 프로그램이 식도암 사망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이차 의료기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연간 200회 이상의 대장

수 있었고, 이는 위암 검진 프로그램이 위암을 위한 검진 정책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

으로 식도암까지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 이상의 보건

검사의 양은 일차 및 이차 의료기관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

경제학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임을 증명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지만, 삼차 의료기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시

이를 통하여 국가암검진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초

행하고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주로 남성, 50-74세 연령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차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은 일차 의료기관과 연간 200회 이상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집중되어야 함을 알

3.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빅데이터 연구

염증성 장질환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률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질환의 사회경제학적 부담에 대한

수 있었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조사에 의하면 서울
2. 식도암에서의 빅데이터 연구

송파-강동 지역의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률은 2011-2015년 인

우리나라는 위암에 대하여 국가암검진사업으로서 40세 이

구 10만 명당 크론병 2.44명, 궤양성 대장염 5.82명으로 한국

상의 남녀에서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또는 위 조영술이

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 부담이 과거와 비교하여 급격히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진 프로그램으로 조기 진단 및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크론병 0.06명, 궤양성 대장염

생존율 향상이 보고되고 있고,

8-10

특히 위 조영술에 비하여

0.29명: 1986-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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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서

7

Kim JH, et al. Big Data Research and Outcomes in Gastoenterology

구에서는 청구 자료를 이용한 인구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어

성 장질환의 질병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질병

염증성 장질환의 역학, 질병 특성, 장기 경과를 아우르는 중요

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동시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 및

12-14

국내에도 국민 건강

아시아 국가에서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의료 비용의 추이와

정보 자료(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가 공익적

의료비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였다. 본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연구자들은 이전 연구를 통하여 염증성 장질환에서 직접 의료

인 염증성 장질환의 특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

비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입원 치료의 감소, 3차 의료기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의 주제가 다각화되고 발표되는

의 이용률 증가와 같은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논문의 영향력 지수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향후 연구들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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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건강보험 전수 자료를 이용한 인구 기반 연구를 수행하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한 빅데이터 연구는 두 가지 결과를

여 염증성 장질환에서 직접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21

지난 10년간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직접 의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알고

규명하였다.

리즘에 관련된 연구로, 근간 발표된 연구들은 염증성 장질환

료비 상승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전통적 비용 인자인 입원 및

의 진단기준이 연구자마다 상이하고 사용된 진단기준의 정확

수술 이외에 항tumor necrosis factor (TNF)제제 치료와 3차

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한국 건강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이용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항TNF제제의

청구 자료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선별을 위한 조작적 정

사용이 고비용 환자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OR

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염증성 장질환은 비교적 드

160.4, 95% CI 88.9-289.2). 이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으

문 질환이면서도 고유의 진단기준과 질병특이적인 약물이 존

로 처음 진단된 환자의 코호트를 만들어 의료 비용에 관한

재하며, 국내에는 희귀 질환 산정특례제도와 등록코드가 있어

장기 추이를 관찰하였으며, 새로 진단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질병 진단을 위한 조작적 정의

의 경우에 추적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나 크론병 환자의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경우 진단 후 약 8년 간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직접

의 지원 아래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연구위원회와 대한장

의료 비용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약제 비용이 원인임을 확인하

연구학회 염증성장질환연구회 소속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새로 진단된 크론병 환자에서 항

다학회 기반 다기관 협력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청

TNF제제의 비용-효과 연구와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기

구 자료를 이용하여 염증성 장질환의 다양한 진단 알고리즘

적인 전략의 개발과 함께 질병의 이중 부담(역학적 증가와 사

(조작적 정의)을 개발하고 방대한 병원 자료 분석을 통하여

회경제적 비용 증가)이 뚜렷한 염증성 장질환에서 건강보험

진단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19

빅데이

터 연구의 경우 해당 질환 환자 선택에 있어 일반적인 연구에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질병 코호트 구축이 시급함을 시
사한다.

서 이루어지는 진단기준 대신 "조작적 정의"를 할 수 밖에 없
고, 조작적 정의가 정교하여야 해당 연구 분석이 타당할 수

4. 췌담도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연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국제질병사인분

총담관 담석 제거 후 총담관 담석의 재발에 대한 추적 검사

류 상병코드로(크론병 K50.xx; 궤양성 대장염 K51.xx) 1회 이

와 담낭 담석이 있는 경우에 담낭절제술의 시행 여부에 대하

상 의료기관 방문과 1회 이상 염증성 장질환 특이 약물 청구

여 아직까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총담관 담석의 재발

를 조합한 진단 알고리즘을 표준 조작적 정의로 제시하였으

률은 보고마다 큰 차이를 보여 2-22%로 알려져 있는데,

며, 희귀 질환 산정특례코드를 이용하는 진단 알고리즘은 2차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들은 제한된 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선별에 뚜렷한

소규모 연구이며 추적 기간이 짧아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였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표준 조작

다. 총담관 담석 제거 후에 담낭 담석이 있는 경우는 담낭절제

적 정의는 의료기관의 종별(2차 및 3차 의료기관)과 질환의

술을 담도계 합병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연구

종류(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에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민감

결과가 있지만,

도 93.1% [95% CI 91-94.7], 특이도 98.1% [95% CI

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

96.9-98.8], 양성 예측도 97.5% [95% CI 96.1-98.5], 음성 예

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총담관 담석의 재발률과 담

측도 94.5% [95% CI 92.8-95.8])와 낮은 오류율(4.2% [95%

낭절제술에 따른 재발률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CI 3.3-5.3])이 입증되어 향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염

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증성 장질환 연구에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4년 1월

다음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의 의료비 관련 연구로서, 염증

24,25

22,23

담낭절제술이 총담관 담석의 재발을 줄이
26,27

따라서, 본 위원회 연구진은 국
28

건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담관 담석 상병코드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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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유두적 총담관 담석 제거술(Q7764) 청구코드가 있는 환

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총담관 담석 재발은 처음 총담관 담석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앞서 염증성 장질환 연구에서 소개

제거술을 시행하고 6개월 이후에 다시 총담관 담석 제거술

되었듯이 질병코드만으로 질환 발생 여부를 정의하는 데에는

청구코드가 있는 경우로, 담낭절제술은 담낭 담석 진단코드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제 처방코드를 이용하여 질환 특

담낭절제술 청구코드(Q7380)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총

이 치료제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조작적

대상 환자는 46,181명이었고,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4.2년이

정의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었다. 총담관 담석이 재발한 환자는 5,228명으로 11.3%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이용할 때는 국가 보험이 적용되

재발한 환자 중 2회 재발한 환자는 1,223명(23.4%)이었고, 2회

지 않는 진료 행위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인지해

재발한 환자 중에 3회 재발한 환자는 408명(33.4%)이었다. 담

야 한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은 대상자를 정의할

낭절제술에 따른 총담관 담석 재발률은 담낭 절제군에 비하여

때, 민간 검진에서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는 용종

담낭 미절제군에서 높았다(담낭 절제군 7.92% vs. 담낭 미절

제거 등으로 인한 공단 청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단

제군 14.60%, 상대위험도 1.961, log-rank test p<0.0001).

빅데이터에서는 확인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

담낭 미절제군에서 총담관 담석의 재발 상대위험도는 50세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변수의 조

미만은 3.198, 50-59세 2.371, 60-69세 1.618 그리고 70세 이

작적 정의는 학회 차원에서 타당도 검증과 함께 전문가 합의

상에서는 1.262였다.

에 따라 결정되어 추후 개인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총담관 담석의 누적 재발률은 2년에

람직할 것이다.

6.0%, 4년에 11.3%로 낮았으며 재발률이 뚜렷하게 증가되는

둘째,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무작위 배정 임

기간은 없었으므로 총담관 담석 제거 후에 재발을 진단하기

상시험과는 전혀 다른 세팅인 관찰 연구라는 한계점에서 생길

위한 추적 검사는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수 있는 편의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 교란 변수로

있다. 그러나 총담관 담석이 한 번 재발한 환자에서는 2회,

인한 문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매칭을 하거나 분석 단계에

3회 재발률은 높으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계속 증가하므로 본

서 보정 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발에 대한 추적 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

러나 생존 분석을 요하는 후향적 코호트 관찰 연구에서는 불

그리고 총담관 담석을 제거한 환자에서 담낭 담석이 있는 경

멸 시간 편의(immortal time bias)도 분석 결과의 방향성을

우에는 총담관 담석의 재발을 줄이기 위하여 담낭절제술이 필

아예 반대로 나오게 할 만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요하며, 다만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게는 수술의 위험도

예를 들어 코호트 진입 시점(entry time)부터 추적 관찰 기간

를 고려하여 담낭절제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동안에 대장암 검진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에서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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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좌절삭 자료(left
5. 빅데이터 연구에서 통계적 고려사항

truncated data)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진군은 반드시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받은 시점까지 생존하였거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고,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

반대로 검진을 받기도 전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고 실제 활용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빅데

비검진군으로 분류되므로, 검진군은 비검진군에 비하여 그만

이터 연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기반으

큼의 생존 시간을 벌게 되어 실제 검진 효과보다 과장된 차이

로 한 큰 장점이 있는 반면,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점과 중재

를 보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 발생을 예방하기

연구가 아닌 관찰 연구라는 측면에서 결과의 오류를 범할 가능

위해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성이 크다.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연구위원회에서 국민건

(nested case-control study)를 고려하거나 후향적 코호트 연

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두되었

구 설계를 유지하되, 분석 단계에서 랜드마크 분석(landmark

던 통계적 고려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연구에

analysis)을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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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존형 콕스 모형(time-de-

서 사용할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문제였고, 둘째는 관

pendent Cox model)을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을 수행해

찰 연구에서 생기는 교란 변수들에 대하여 통제가 적절히 되지

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실제 금맥(a

않았거나 노출(중재) 변수를 잘못 정의함에 따른 편의였다.

vein of gold)으로써의 가치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

첫째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찰 연구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을 잘 극복하고 편의를 통제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질환의 발생 여부를

수 있는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 방법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정의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 자료의 주상병, 부상병 정보(국제

통계 학자와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질병분류) 및 처치코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 변수를 어떻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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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대한소화기학회의 빅데이터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대한민
국 소화기 질환의 적정하고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근거
를 제시한다. 둘째, 소화기학 관련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확립
하여 인구 집단 대상의 세계적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대한소
화기학회 회원들에게 빅데이터 관련 공익 연구를 계획하고 실
현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본론에서 각 위원들이 진행
하여 게재된 연구들도 이와 같은 목표 하에 진행되었으며 도
출된 연구 결과들도 현재의 의료 및 보건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 목표를 실현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재 소화기 약
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하여 약물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리라 기대한다. 국민건강보
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 영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
용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메시지 및 정
책 반영을 위한 근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서 장벽을 낮추고 많은 기회를 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학회
가 주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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