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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모바일 헬스: 공공보건학적 가치와 향후 과제
우혜경1) · 심은영2) · 조영태3)
요약
보건의료부문의 미래는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모바일 헬스를 비롯한 건강정
보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의료부문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
의료비용 상승 억제, 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서비
스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개혁방향에서 모바일헬스와 건강 빅데이터는 획기
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보건의료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뒷
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는 모바일헬스와 건강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하여 공공보건학적 의미 분석
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 빅데이터와 모바일 헬스의 컨셉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 및 활용영역과 관련 서비스산업 트랜드를 조망하였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mHealth 및
Health IT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에 기반 하여 공공보건을 위한 데이터 기술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전략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빅데이터, 모바일 헬스, 엠헬스, 공공보건

1. 서론
보건의료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은 서비스의 질, 안전성 및 생산성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이미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다(Silva, Rodrigues, de la Torre Diez, Lopez-Coronado, & Saleem, 2015).
모바일이 다양한 응용기술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면서 ICT의 응용범위
도 매우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휴대 가능한 모
바일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도구로써 활용되면서 개인단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었다. 이제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이하 mHealth)는 보건의료 혁신의 굵직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특히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 또는 완화에 필요한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주목되고 있는 산업
분야임은 틀림없다.
mHealth분야에서 주의 깊게 고찰해 보아야 할 점은 기술의 혁신에만 국한하지 않
는다. 오히려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진화하고 있는 데이터 패러다임을 더 비중 있게
주목해 보아야 한다. 데이터 전송이 손쉬운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한 활발한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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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의 시작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데이터 속의 ‘가치(value)’는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연구영역에도 매우 비중 있게
논의 및 활용되고 있다. mHealth관련 시장에서 성공적인 비지니스 모델들을 살펴보면
축적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컴퓨팅하여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재료로 다
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축적한 데이터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찰을 얻기도 하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소비자에게 피드백 해줌
으로써 동기부여와 활발한 상호작용(Pervasive Interaction)까지도 조장할 수 있게 되
었다.
보건의료부문의 미래는 mHealth를 포함하는 ICT기술 및 빅데이터의 활용방향과
범위에 밀접한 연결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비용 상승 억제, 보
건의료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라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개혁방향에서 ICT기술과 빅데이터는 획기적인 원
동력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보건의료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는 mHealth와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하여 공공보건학적 의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Health 및 건강 빅데이터의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 및 활용영역을 비롯하여 관련 보건서비스 산업 트랜드를 조망하였다. 아울러, 데
이터수집(Data collection), 공유(Sharing), 연결체계(Logistics) 및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을 위한 데이터 기술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전략 방향을 제안하였다.

2. 본론
2.1 mHealth와 건강 빅데이터의 컨셉
보건정보기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
요자, 공급자 및 건강관련기관들이 쉽게 보건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Health IT라는 용어는 관련 상품, 기술 그리고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이하 EHR), 모바일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의료기기 및 원격
모니터링기기, 센서 및 기타 지원기기 등의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된
다(ONC, 2015a).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와 IT기술의 접목으로 일컬어지는 Health IT
라는 용어가 uHealth, eHealth, Tele-Health, Smart Health, Digital Health 및
mHealth 등 여러 용어로 파생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혼용되기도 한다(우혜경 & 조영
태, 2013). 다음은 mHealth와 ICT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건강 빅데이터(Health
Big Data)의 컨셉에 대한 논의이다.
2.1.1 왜 지금은 mHealth라고 하는가?
아직까지 mHealth의 표준화된 정의는 없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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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WHO)는 mHealth를 eHealth의 한 요소로 논의하지만(WHO, 2011a), 정작 WHO
의 관련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mHealth는 역할범위와 방향성에서 기존에 논의되어왔
던 uHealth, eHealth, Tele-Health, Smart Health 및 Digital Health 등의 컨셉들과 크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WHO, USAID 및 UNF 등에서 발간된
mHealth 관련 보고서들에서 mHealth는 Mobile(smart) Phone, PDA, PAD, Smart
Wearable Devices 등 모바일 기기 및 무선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정보로 흔히 명시되고 있다(Consulting, 2009; Kay, Santos, & Takane,
2011; Mendoza, Okoko, Morgan, & Konopka, 2013; WHO, 2011a). 즉, 정보기술을 통
해 실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에서의 목표가치는 동일하지만 ‘모바일 기기 및 무선 기
술’이라는 활용도구에서의 변화가 mHealth라는 또 다른 용어를 탄생시켰다는 인상이
강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통용되었던 uHealth라는 용어도 어느덧 mHealth
또는 Digital Health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쓰이는 흐름도 엿볼 수 있다. 최근 국제기
구들을 비롯하여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행되는 보건의료 정보기술관련 문건들을 살펴
보면 그 경향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세계 모
바일의 보급율과 깊은 연관이 있다(ITU, 2014). 기존 PC 및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현될 수 있게 되었고 간
편한 휴대성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라이프로깅(Lifelogging), 피드백(Feedback),
상호작용(Pervasive Interaction), 그리고 중재(Intervention)등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모바일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보건의료정보기술들이 모바일을 플랫폼
으로 하는 서비스 모델로의 혁신을 수용했고, 이를 통해서 다수의 보건의료소비자를
매료시켜 소비생태계의 경쟁력을 위한 수요촉진전략으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보건
의료의 정보기술과 관련된 수 많은 용어들의 태생과 관련한 본질은 결국 플랫폼을 어
디에 두느냐는 대답과 맞닿아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설
계되고 건강정보 플랫폼이 모바일로 집약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mHealth라는 용어로
흔히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신의 보건의료정보기술들이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 모델들로 집적되
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 모바일 기기 및 무선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미래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추구되는 방향성과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
다. 최근 학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미래 보건의료 서비스의 모습으로 자주 논의되
고 있는 키워드에는 “Service”, “Personalized”, “Communication” “Simple”, 그리고
“Fun” 등이 있다(Royston et al., 2015; Silva et al., 2015). 이것을 ‘쉽고 재미있게 소
통하며 관리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조합해 보면 향후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떤
방향성으로 응용 및 개발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맞춤형으로서 해
석되는 “Personalized”라는 키워드의 가치는 최근 보건의료부문에서 매우 강조되는 속
성 중 하나이다. 이 부분에 있어 mHealth의 강점은 이미 사례중심으로 여러 국제기구
및 비즈니스 영역의 보고서들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Consulting, 2009; WHO,
2011a; 2011b). 둘 째,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보건의료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간과되기 쉬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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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치료(Care)중심의 서비스 투자정책에서 벗
어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에 투자하는 노력이 더욱 커져 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혜경 & 조영태, 2013). 이러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
건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목표로 모바일 관련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건서비스
의 개발이 모색될 수 있으며, 대상자 적용범위와 사업영역도 비용 효과적으로 확대시
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셋 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형평성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다. 모바일 폰의 사용이 거의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필수화 되어 그 동안 보
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및 건강관리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사람에게까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접근성’측면에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WHO, 2011b). 이
것은 저비용 대안기술서비스로 활발하게 개발 및 추진되고 있는 개도국에서의
mHealth사업의 사례들이 국제기구들을 통해 설파되고 있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부분
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68억 명에 달하며, 특히 저개
발 국가의 인프라 개발이 모바일 중심으로 가면서 개도국의 모바일 보급률은 2013년
에는 89%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다(ITU, 2014). 이처럼 저개발 국가에서의 모바일 보
급률 확대는 mHealth 사업으로의 손쉬운 전환을 통해서 국제보건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mHealth는 이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보건 전략사업의 도구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다. 넷 째, 모바일의 모니터링을 통한
기존과 다른 지속적인 건강정보(continuous health information)의 취합과 그로부터 생
산된 건강 빅데이터는 기존의 분절화된 건강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는 건강연구 및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섯째,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
해 수집, 축적 및 공유되는 보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자간 보건의
료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보건의료의 예측 불가능성도 차츰 개선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1.2 건강 빅데이터 (Health Big Data)
모바일 및 정보통신의 일상화,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스마트시대의 시작으로 데이
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되었다(Viceconti, Hunter,
& Hose, 2015).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라이프로그, 사물네트워크(M2M), 소셜 데이터
등이 건강정보와 결합되어 ‘건강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부문에서 이루어진 빅데이터의 논의는 대형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
환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mHealth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개인
수준의 건강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여 일반인(normal population)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제 건강 빅데이터의 논의는 병원 수진환자 데이터의 논의를 넘어서 건강
한 사람들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건의
료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상태에
서 불건강 상태로 전이되는 전 과정의 관찰에 필요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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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mHealth는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
자들의 수고(cooperation)나 인지(awareness)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신체활동 및
수면패턴 등의 건강정보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 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우혜경 & 조영태, 2013).
앞서 논의하였던 mHealth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라는 용어 역시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빅데이터에서 요구되는 속성들의 논의를 통해 빅데이
터의 컨셉이 정해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주로 데이터의 양
(Volume), 다양성(Variety),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Velocity)를 중심으로 빅데
이터의 컨셉을 정하였지만(Laney, 2001),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 세 속성 뿐만 아니
라 데이터의 신뢰성(Veracity)과 데이터 안에 숨겨진 가치(Value)가 추가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 <그림 2.1> (Terzo, Ruiu, Bucci, & Xhafa, 2013).
최근 10년 사이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데이터를 과거에는 발
견하기 어려웠던 막대한 가치와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점차 바
라보게 되면서 빅데이터의 컨셉도“가치”와 “신뢰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에 빅데
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문제
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낙관했던‘만능 빅데이터’로써의 관점은 점차 사라지고, 그
동안 조사연구를 통해 미처 통찰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의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이
끌어내기 위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자료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검증(Validation)
을 거치는 연구들의 양적 증가가 바로 그것을 짐작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1> 빅데이터의 컨셉 변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빅데이터를 공공서비스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재난재해, 사회 안전, 복지 및 의료 등 수많은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빅데이터와 모바일 헬스: 공공보건학적 가치와 향후 과제

101

위해 활용하고 있다(윤미영, 2012). 특히 빅데이터의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활용과 범위
는 향후 가장 급속히 증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개방, 공유, 소통 및 참여의 키워
드로 일컬어 지는 Web 2.0 시대의 도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교환방식
으로 보건의료부문의 데이터 생태를 크게 바꿔놓았다. 과거 병원 및 보건의료 공급자
들의 전유물이었던 보건의료정보는 점차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기 시작했고, 이제 소비자들은 주체자로서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공유 또는 소유하길 원한다(Silva et al., 2015). 관련 비즈니스 및 공공영역에
서도 큰 변화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및 관리비용에 적은 비용을 들
이면서 질 높은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다량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2.2 연구 및 활용영역의 트렌드 분석: "시도"에서 "확장"으로
mHealth 관련 분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 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비용 프리미엄시장(High-end approach)과 저비용
대안 기술서비스(Low-end approach)의 동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주
목되고 있다. 다음은 “시도”에서 이미 “확장”으로 넘어가고 있는mHealth 및 빅데이터
의 산업 및 정책활용 사례와 트랜드를 살펴보고, mHealth 및 빅데이터의 가치와 공공
보건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다.
2.2.1 저개발 국가에서 mHealth의 활용
저개발 국가들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needs)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
상이라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최근 이러한 보건의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개도국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제 어
디서나 휴대 가능한 모바일이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조력하
기 때문이다. 즉, 보건의료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저개발 국가들에서 서비스전달체
계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계기는 모바일 보급률의 확대와 보건의료
사업에서 모바일의 활용일 것이다. 모바일을 주요 도구로 활용한 축적된 mHealth 국
제보건 성공사례들은 이제 국제보건영역의 연구흐름을 상당히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mHealth가 공공보건의료에 활용되는 부문은 주로 교육 및 계몽(Education and
awareness), 원격데이터수집(Remote data collection), 원격모니터링(Remote monitoring),
의사소통 및 보건의료인력교육(Communication and training for healthcare workers),
질병 및 전염병 발생 감지(Disease and epidemic outbreak tracking), 그리고 진단 및
치료지원(Diagnostic and treatment support) 등이 있다 <Table 1> (UNF, 2012). 특
히, 여러 저개발국가들에서 mHealth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문은 SMS를 활용한 보
건의료정보서비스의 제공이다. SMS를 활용하여 검사 및 치료방법,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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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질병관리 등에 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개도국의 건강지
표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에서 mHealth는 국제보건분야의 혁신으로 일
컬어지고 있다(FDA, 2011; Free et al., 2013; Mendoza et al., 2013; Silva et al., 2015;
WHO, 2016). 일부 연구에 따르면, SMS를 통한 정보제공효과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캠페인을 통한 건강행위 변화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UNF, 2012). 모바
일 SMS 서비스의 주요 속성이라고 요약되는 “Service”, “Personalized”, “Communication”
및 “Simple”등의 키워드는 최근 학술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미래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성에서 제시된 키워드와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앞
서도 논의하였던 “Personalized”라는 속성이다.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개도국
에서 “Personalized”라는 속성을 충족시키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
우 커다란 장점이 있다. 예컨대, HIV감염자에게 개별화된 보건의료정보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노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피하고 수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균자
로 인한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HIV예방을 위한
모바일을 통한 중재효과는 국제보건영역에서 성공적 mHealth 활용 사례로 널리 보고
되고 있다 (Royston et al., 2015; UNF, 2012; WHO, 2011b).
이처럼 개도국에서의 mHealth는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서 “저비용 대안 기술서비스(Low-end approach)” 혹은“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기능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보건사업에서 mHealth의 활용은 무선이동통신 활용 여건
의 구축뿐만 아니라 정부 및 이동통신사의 추진의지와 준비여건을 갖추어 기존 보건
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mHealth를 시스템적으로 수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Needs)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2.1> 개도국에서의 mHealth 활용 및 효과

자료: United Nations Foundation (2012), mHealth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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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선진국에서 mHealth의 활용
저개발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접
근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변수를
가진 선진국에서의 mHealth는 조금 더 다양한 방향성과 활용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여 진다. 글로벌 IT기업 중에 하나인 Microsoft 가 “보건의료는 거대하고 복잡
한 이슈이며, 단일 기업에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밝힌 것
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MicroSoft HealthVault, 2015). Microsoft에 의하면, ICT기
술 환경은 향후 의료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움직이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
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자가 움직이는 보건의료체계로 견인하
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건의료의 “Copernican Shift”로 표현하고 있다
(Microsoft, 2015). 즉, 선진국 보건의료시스템은 ICT 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급자가 세분화, 분산화되어 다양한 궤도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점차 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변화는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보건의
료체계 안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환자 및 일반인은 “참여자(Participant)”의 역할로, 보
건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프로모터(Promoter)”의 역할로, 보건의료 서비스 단일행위는
모니터링, follow-up, 관리를 포함하는 “프로세스(Process)”의 개념으로, 물리적 치료
와 관리는 “침습적 치료 및 관리(Pervasive care)”의 형태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
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선진국의 mHealth 관련 연구의 특징은 간단히 몇 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첫
째, 건강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특정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둘
째, 금연, 체중감량, 식이조절, 신체활동 증진, 치료 순응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건강연구와 융합되어 연구의 범위가 다양하게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 셋 째,
의학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mHealth연구가 이제는 사회과학분야를 비롯하여 다양
한 분야에서도 시도되기 시작한다는 점, 넷 째, 환자가 아닌 ‘건강인’의 데이터 수집과
취합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일 것이다.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단위의 건강인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취합하여 이것을 연구에 활용하기 시
작했다는 점은 특히 건강연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환자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던 보건의료의 연구영역이 이제는 건강인 자료까지 함께 활용하기 시작하
면서 큰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개인이 질병에 이환되기까지 전 과
정의 취합된 데이터를 통해 관찰 가능해 지고, 분절된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추
측했던 건강위험요인들을 이제는 연속적으로 취합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됨으로서 ‘추측’에서 ‘예측’으로 건강연구영역의 패러다임
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작한 Google의 ‘Baseline
Study’, Fitbit의 ‘Fitabase’ 연구 플랫폼, Apple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HealthKit’ 플랫폼 등의 취지와 기능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관심사가 ‘건강인의 데이
터’에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투어 이 분
야를 키우고 있다는 점은 향후 건강인에 관한 연구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짐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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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Fiordelli 등(2013)의 연구에서는 mHealth 관련 연구가 2008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때부터 연구 분야가 다양한 학문분야와 접
목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 분야에서 미국의 연구역량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당뇨병관리와 같은 만성병관리, 예방 및 웰빙, 그리고 감염병 관리
순서로 mHealth 중재연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주로 예비연구(Pilot study)들
이 대부분임을 지적하였고, 2008년부터 비약적으로 모바일 기술을 응용한 중재가 건
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건강영향 평가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현재 매우 빈약한 수준이며 향후 mHealth의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언하고 있다(Fiordelli, M., Diviani, N., & Schulz, P. J.,
2013). mHealth 및 건강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건강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
들과 융합하여 급격히 성장할 연구 영역임은 분명하다. 연구의 흐름은 단순 기술평가
에서 건강영향평가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만성질환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질환
으로 그 적용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 데이터기술과 국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전략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및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정책 및 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구성요소들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는다. 따라서 어느 한 부
문에서 시도된 변화는 체계 전반을 통해 변화의 반영과 그것을 위한 개혁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국가는 보건의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방향성을 두고 그 방향성
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요구
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혹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
결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영역에서 Health
IT의 접목 및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요 파악과 공공서비스로의 피드백은 방안모
색의 차원을 넘어 이미 정부 3.0의 정책기조 아래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아이디어들
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국가보건의료체계로의 반영과 제도개혁을 위한
거시적 방향성의 설정과 그 방향설정을 위한 원칙이나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은 향후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건강 빅데이터를
생산 및 활용하는 mHealth 분야의 시장 확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점증적인 개혁
을 요구하며, 국가의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목표설정과 전략 방향의 구체성을 필요
로 한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기술이나 정보화와 관련된 목표 및 전략 등은 비교적 수명이
짧은 편이다. 정보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기존체계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정
책방향도 유연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보다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한 중단기
적 계획이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미국은 2009년 경제 및 임상보건을 위
한 보건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HITCH] Act)이 통과되면서 관련 법률들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을 시작
으로 Health IT분야의 도입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15년 기준 280억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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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ONC, 2015b). 미국정부의 실질적 Health IT정책들
은 HITCH Act 제정 이후 정부의 보건정보기술 전략계획(Federal Health IT
Strategic Plan, 2011)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는 한 차례 업데이트된『 Federal
Health IT Strategic Plan 2015-2020』을 내놓고 있으며, 이 계획안은 미국정부의 보
건정보기술에 대한 시각과 정책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및 실행을 위한 향후 전략 방
안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ONC, 2015a). 2009 HITCH Act와 더
불어 2011년 이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Health IT의 생태계가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
으며, 특히 보건정보교환을 위한 EHR의 활용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mHealth 및 기타
Health IT와 관련된 부문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WHO는 보건의료전달서비스 및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Health IT 전반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주목하여 2005년 Health IT 전략 마련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
WHA58.28 eHealth)을 채택하였고, 회원국가들이 적절한 Health IT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시작했다. 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전략과 지침들을 우
선순위로 내놓고 있지만, 201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series(Volume 1 to 6)를 필두로 수 백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연
구를 통해서 발행한『Atlas of eHealth country profiles (2005, 2009, 2013, 2015)』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WHO가 바라보고 있는
Health IT에 대한 관점과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WHO, 2016).
2.3.1 미국과 한국의 mHealth 및 Health IT 정책 방향
현재 mHealth 시장 전반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Health IT 정책기조는 FDA의
mHealth 관련 규제 및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들의 변화 및 방향성을 통해서도 명확
히 알 수 있다. FDA는 1989년 소프트웨어 정책 초안(Draft Software Policy)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컴퓨터 기반의 제품규제를 위한 FDA정책(FDA Policy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 Products)』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
반의 의료제품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이 후 관련 제품들이 보다 다
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 정책 초안을 철회하고, 2011의료 디바이스 데이터 시스
템(Medical Device Data Systems: MDDSs)』의 규제 안을 내놓음으로써 전자적 전
송, 저장, 디스플레이 및 포맷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정의하
여 카테고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Barton, 2012; FDA, 2011, 2015). 2011
년 7월 발행한 모바일 의료 어플리케이션 지침 초안(draft guidance on Mobile
Medical applications)에 이은 2013년 9월 및 2015년 2월에 발표된 관련 규제지침은
모바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mHealth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산
업의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최근 미국이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발행한 모바일 의료 어플리케이션 지침 초안에 따르
면, FDA는 이미 일반건강 및 웰니스 관련제품,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s),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s: PHR), 그리고 일반적인 IT
제품들은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 FDA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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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으로 환자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입장을 보이
면서, 한편으로는 비규제대상과 규제대상뿐만 아니라 재량에 의해 규제하도록 하는
“재량에 따라 시행(enforcement discretion)”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지침에 마련해
두고 있다(FDA, 2011). 심지어 2015년 9월 에 발행된 모바일 의료 어플리케이션
(Mobile Medical Application)에 관한 FDA 지침에서는 환자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규제를 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비규제대상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
없이“재량에 따른 법률시행”에 대한 카테고리를 더욱 확대하기도 하였다(FDA, 2015).
즉, mHealth 산업의 빠른 성장세에서 규제의 범위를 유연하게 바라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ilberman & CIark, 2012). 잠재적 리스크에 근거하여 규제대상을 명
확히 제시하면서도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mHealth 산업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조력하려는 미국정부의 태도에서 안정성과
mHealth분야 산업활성화 및 효율화를 함께 저울질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2013년 12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였다. KFDA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등급 분류 판단기준을 마
련하고,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바일
앱을 카테고리화 하여 분류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미국의 FDA가 “재량에
따라 시행(enforcement discretion)”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지침에 마련해 두고 규
제의 범위를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규제의 영역이 보다 광
범위 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무조건 규제의 대상으로 묶어놓고
있다. 2013년 KFDA의 첫 지침이 마련된 이후 추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
로 볼 때 mHealth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수용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mHealth관련 앱으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합리적 규제
의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필요한 시기이며, mHealth 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보다 유연한 정책적 피드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3.2 향후 정책적 과제
지금까지 보건의료부문에서 이루어진 Health IT 및 건강 빅데이터 관련논의는 대
형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환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
만 mHealth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개인수준의 건강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수집하여 연속적인 개인(normal population)단위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새
로운 경로를 개척해 주었다. 이는 건강연구의 방법론적 혁신과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은 분명하다. 미래의 보건의료는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에서 “예측”과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 될 것이다.
향후 Health IT, mHealth 및 건강 빅데이터는 미래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중
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절된 건강정보들의 제한적 활용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 통합적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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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용한 건강 정보 자원의 창출을 위해서는 흩어진 건강정보들을 통합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목표설정과 모형이 시급히 설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정보화 전략의 궁극적 방향성은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목표설정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한 세부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는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

<그림 2.2> 보건의료정보화 전략의 궁극적 방향성

3. 결론
보건의료비용 상승 억제, 접근성 향상,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의
료서비스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개혁방향에서 낮은 비용으로 활
용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부
문의 미래가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국
민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개혁
방향에서 획기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mHealth와 건강 빅데이터의 공공보건학적
가치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mHealth와 건강 빅데이터의 컨
셉을 살펴보고, 이미 “시도”에서 “확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연구 및 활용영
역과 관련 서비스산업 트랜드를 조망하였다. 살펴본바와 같이 mHealth와 건강 빅데이
터의 잠재성과 공공보건학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시장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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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른 성장세에 비하면 실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mHealth 및 건강빅데이터를 포함하
는 Health IT의 적응력과 서비스로의 침투력은 매우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향후 지
속적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축적될 수 있는 정보의 양,
응용될 수 있는 기기 및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mHealth 및 건강 빅데이터의 연구영역
과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mHealth 및 건강 빅데이터의 효율적,
적시적 활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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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and Mobile health:
Values and Future Challenges in public health
Hyekyung Woo1) · Eunyoung Shim2) · Youngtae Cho3)
Abstract
Future healthcare is strong link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cently,
Health Information Technologies (Health IT) improvements including mobile health (mHealth),
providing accurate and timely health information, play a vital role on novel health and
healthcare solution in a variety of ways. mHealth and health big data are helping to improve
access,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 quality in healthcare service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mHealth and health big data with an analysis of their values in public sector,
and some of the existing activities and future opportunities related to mHealth and big data
for healthcare services. In addition, this paper offers lessons learned and future directions for
policy and strategy needed to implement emerging mhealth and health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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