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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심에서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심사하는 동시에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 약가결정 등 건강보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정보, 의약품정보, 의료자원정보 등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HIRA시스템을 통해 원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정보 수요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계 임상연구, ICT 기반의 산업계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2020. 6.



사례로 보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

I. 보건의료빅데이터 개요

A BIG DATA Overview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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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RA 빅데이터 구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형성과정

HIRA는 1977년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함께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분류, 코딩, 적용기준 등)을 만들어 일찍부터 ICT와 접목

시키면서 이를 정제하고 축적해왔습니다.

HIRA 빅데이터는 1996년 진료비 청구방식을 전자기록(EDI) 청구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정립되었습니다.

HIRA는 전국민, 전국단위 의료정보(진료정보, 의약품정보, 의료자원정보 등)를 원천 수집·관리하는 세계유일의 기관입니다.

2015년 공공기관 최초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및 원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명세서 정보

의료행위 정의 및 환자 분류 정보

수가마스터 정보

질병군(DRG)·요양병원 수가 마스터 정보

의료행위별 심사기준 정보(보장 범위)

의료행위 19개 분류별 진료규모 정보(진료량, 금액)

질병군(DRG) 및 요양병원 진료규모 정보

질병정보(주상병) 및 질병단위 진료규모 정보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

요양기관 시설 정보(병상,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

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현황 및 자격 정보

장비 보유현황(장비별 이력관리)

장비별 사용 정보(급여청구 현황)

급여의약품 마스터 정보

급여의약품별 심사기준 정보(보장 범위)

의약품 생산·제조 및 도매상 정보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급여의약품 사용정보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치료재료 마스터 정보

의료기관 구매 정보

치료재료별 사용정보

특수재료관련 정보 (복강경시술, 조영제 등)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거즈, 붕대 등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는 목록과 가격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치료재료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합니다.

치료재료 정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행위 및 진료비가 포함된 명세서를 청구합니다. 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한 

비용이 정확한지, 의·약학적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며, 

심사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만들어진 의료행위, 가격, 기준 등 정보를 관리합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를 위해 일반사항과 인력, 시설, 장비현황을 등록·관리하는 정보입니다.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제출 받거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연계·관리합니다.

진료행위 정보 의료자원 정보

건강보험 진료비

치료재료 등재 품목수

급여의약품비

요양기관현황

요양 기관 
(병원, 약국, 보건기관 등) 
15개 유형 94,865기관

의료 인력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24종 853,827명

의료 병상 
(일반병실, 특수병실 등) 
15개 유형 214,188개

의료 장비 
(MRI, CT, PET 등)
193종 925,696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목록과 가격 및 심사기준에 관한 정보, 의약품 유통정보, 식약처의 위해 의약품 정보입니다. 

의약품 유통정보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신고한 생산·수입·소비 내역이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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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빅데이터 현황

※의료행위 목록수 8,893개 (’19.12.)

※요양기관수: 94,865기관(’19.12.)

※급여 치료재료비: 35,698억원 (’19.12.)

※의약품 목록수: 54,130개(’19.12.)

2017

2017

2017

696,271 억원

28,165 개

162,098 억원

2018

2018

2018

779,141 억원

29,772 개

178,669 억원

2019

2019

2019

857,938 억원

31,545 개

193,388 억원

42

상급종합

64,862

의원

314

종합병원

3,497

보건기관 등

3,657

병원

22,493

약국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 정보(34개 항목)

급성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등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혈액투석 등

암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약품목수 등

중환자실, 정액수가, 진료량 등 

비급여진료비 정보 (340항목)

비급여항목 309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 공개 항목 매년 확대 중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정보

요양기관의 진찰·수술·투약·검사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지를 평가한 정보입니다. 평가결과는 의료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질 평가 정보

주요 평가항목의 효과

※평가항목:34개 항목(’18년)

2002  2018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처방건당 
약품목수 감소

2002  2018 2002  2018

73.3%

38.6%

4.32개

38.4%

16.4%

3.72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수

2017

107 항목

2018

207 항목

2019

340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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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빅데이터는 요양기관, 제약기업, 식약처 등으로부터 실시간 수집·정제한 데이터로 원천 데이터를 개방DB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개방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 집

처 리

분 석

활 용

HIRA ICT

진료비청구포털

DUR

요양기관포털

국민포털

심사

평가

자동차보험심사

보건의료자원 신고

DW

의료이용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요양기관프로파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현지조사

정책개발

다양한 

개별 데이터의 

융 · 복합

정부 급여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근거 제공

실시간 감염병 

환자발생 예측등 

환자안전 모니터링

근거중심 

의료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약, 의료기기 등 

민간 의료이용 

수요 파악 지원

내부 업무 

효율화 지원

진료행위 정보

수가 마스터 정보

청구명세서 정보

의료행위 정보

환자분류 정보

질병 정보

의약품 정보

급여의약품 마스터 정보

급여의약품 사용 정보

완제의약품 공급· 유통 정보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치료재료 정보

치료재료 마스터 정보

의료기관 구매 정보

치료재료별 정보

특수재료별 사용 정보

의료자원 정보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

의료기관 시설 정보

인력현황 및 자격 정보

장비 보유 현황

장비별 사용 정보

의료질평가 정보

평가항목 기준 정보

의료기관별 평가결과 정보

비급여 항목 정보

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

비급여 정보

Supply and Support  HIRA BIG DATA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활용체계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보건복지 분야 공적자료 연계(협업)

서비스명 (협업 기관) 주요내용

감염병 의심환자 조기 감지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법에 근거하여 실시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분석하고 감염병(총22종) 증상이 의심

되는 환자를 판별해 감염병에 대한 조기인지 및 감염병 확산방지 등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에 활용

인체조직 기증의사자 병력·

투약 이력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행)

인체조직 이식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전파되거나 수혜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

조직법에서 정하는 인체조직기증자의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 및 투약이력 제공

혈액 안전 관리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부적정 혈액유통 방지로 수혈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헌혈금지 감염병 및 의약품 복용정보 제공

사망의심자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지원의 적정수급자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진료결과 사망관련 정보 제공

응급환자 진료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의 이동경로 파악, 청구자료와 응급환자진료정보(NEDIS) 

교차검증으로 응급의료 적정성 점검에 활용

통계명 주요내용

건강보험통계 지역별, 질병군별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 인력, 장비 현황 등

의료급여통계 의료급여기관 종병 인력, 시설 현황 의료급여비용 심사 실적 등

급여의약품청구현황 성분별, 연도별 등재현황, 청구현황 진료비대비, 상병별 약품비 현황 등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평가현황 종별,과목별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 품목 수 시도별, 종별 항생제 처방률 등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지역별, 업태별 공급업체 수

급여, 비급여, 전문, 일반 등 의약품 현황
효능군별 생산, 수입, 공급 금액 등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항목별 자동차보험 심사실적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현황 등

국가정신건강현황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현황 정신의료기관 이용자수 및 입원환자 등 의료이용 현황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종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통계 현황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통계 현황

구분 제공정보

주요 의료 통계 총진료비현황

건강보험 진료 통계

의료급여 진료 통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평가결과 통계

의약품 현황

기타(포괄수가제 주요지표 등)

치료재료 청구 정보(통계)

질병/행위별 의료 통계 국민관심질병통계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통계

국민관심 질병/행위 통계

다빈도질병 통계

질병 소분류(3단 상병) 통계

질병 소분류(4단 상병) 통계

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상대가치(관리진료과) 통계

의약품 통계 의약품 사용 통계

질병별 의약품 통계

약효분류군 사용실적

성분 사용실적

ATC코드 4단계별 사용(시군구별,종별,상병별) 통계

ATC코드 3단계별 사용(시군구별,종별,상병별) 통계

의료자원 통계 기관수현황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

임상간호인력 현황정보

주요 제공정보 입원·외래별, 연령별, 성별, 요양기관종별, 의원표시과목별, 질병별, 의료행위별 등

청구건수, 입(내)원일수, 진료인원(환자수), 진료비용, 건당입(내)원일수, 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 진료비, 

총사용(실시)량 등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관리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및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근거법령 하에 정부·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협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환자안전제고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HIRA 빅데이터 제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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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계정보 제공

국가승인통계 현황

의료통계정보서비스

※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공공데이터 목록(38종) 파일데이터, OPEN API

1 질병별 진료통계 3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성별 입원외래별 통계 

4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성별 입원외래별 통계 

5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성별 입원외래별 통계 

상병별 의료기관종별 통계

암상병/희귀질환 질병통계

상병별 진료비 및 보험자부담금

병원진료정보조회서비스(OPEN API)

2 지역별 전문과목별 진료정보 의료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통계

병원급이상 진료과목별/진료과목별 시도별/진료과목별 행위 통계

의원급 표시과목별 상병/시도별/행위 통계

3 진료행위통계 시도별/의료기관종별 의료행위 통계

4 진료행위정보서비스 진료행위정보서비스(OPEN API)

5 급여의약품 사용정보 급여의약품 시도별 병상규모/시도별 요양기관종별/성별 연령별/의원급 표시과목별/약효분류별/주성분별/ 

ATC별 통계

의약품사용정보서비스(OPEN API)

6 급여한약제제 사용정보 급여한약제제 성별 연령군별 통계

급여한약제제 처방명별 통계

급여한약제제 약효분류별 통계

7 약제정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의약품 주성분 정보/ 의약품 표준코드 마스터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정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

퇴장방지 의약품 정보 등

약가기준정보서비스(OPEN API)

8 의약품성분 약효정보 의약품성분약효정보서비스(OPEN API)

9 의약품안전성정보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3~8호) 정보 의약품 안전성 정보

10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완제의약품 전문/일반의약품별 공급·생산·수입실적 통계

완제의약품 급여/비급여의약품 공급 통계

완제의약품 요양기관 소재지별 공급 통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금액 상위 100대 ATC/효능군별 통계

완제의약품 공급금액 상위 100대 ATC별 현황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사 요양기관종별 직거래 현황 통계 

완제의약품 도매상 요양기관종별 유통 현황 통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 통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요양기관종별 급여/비급여

의약품별 공급현황 통계 등

11 치료재료사용정보 치료재료 시도별/요양기관종별 통계

12 치료재료정보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정보서비스(OPEN API)

13 요양기관현황정보 시군구별 설립구분별/요양기관종별 요양기관 현황

시군구별 인력/입원실/전문과목별 전문의/ 

진단방사선·특수의료장비/특수진료실/표시과목별 

의원 현황

요양기관종별 인력/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전문병원 지정 현황/ 요양기관 개설·폐업 현황

의료장비 상세 현황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시설, 진료과목, 의료

장비, 식대가산, 간호등급, 특수진료, 전문병원

지정분야, 교통정보)

요양기관 의료자원 정보

요양기관 개폐업정보서비스(OPEN API)

공공데이터 목록(38종) 파일데이터, OPEN API

14 병원·약국찾기정보 병원약국찾기정보(OPEN API)

15 의료기관별 상세정보서비스 의료기관별 상세정보서비스(OPEN API)

16 특수진료병원정보서비스 특수진료병원정보서비스(OPEN API)

17 병원평가정보 수술별 진료량/ 요양병원 평가/의료급여 정신과 평가/ 중환자실 평가 정보

급성질환(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폐렴) 평가 정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혈액투석) 평가 정보

암질환(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평가 정보

약제(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약품목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평가 정보

병원평가결과정보조회서비스(OPEN API)

18 비급여진료비정보서비스 비급여진료비정보서비스(OPEN API)

19 환자표본정보 환자 표본자료(전체환자, 입원환자, 고령환자, 소아청소년환자) 

20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지원 

알고리즘 정보 

의료영상(뇌동맥류, 폐암) 판독지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스

21 의료영상진료정보 조회서비스 의료영상진료정보 조회서비스(OPEN API)

22 코로나-19 병원정보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검사실시기관(OPEN API)

23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OPEN API)

24 의료급여 진료정보 시도별/ 연령군별 성별/ 요양기관종별 의료급여 통계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50순위 의료급여 통계 등

25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시도별/연령군별 성별/의료기관종별 자동차보험 통계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50순위 자동차보험 통계

26 응급환자진료정보 응급진료환자의 일주일 이내 진료 상병 통계

27 환자분류체계정보 환자분류체계 자료(의과·한의과, 입원·외래)

28 병원정보서비스 병원정보서비스(OPEN API)

29 병원코드정보서비스 병원코드정보서비스(OPEN API)

30 질병정보서비스 질병정보서비스(OPEN API)

31 약국정보 서비스 약국정보서비스(OPEN API)

32 상대가치정보 관리진료과별/ 장절분류별/ 행위별 상대가치 통계

33 환자코호트자료 COPD 코호트자료/산부인과 코호트자료

34 질병군정보 질병군 범주별(DRG) 진료비 통계

질병군 외과 전문의 /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35 의료행위수가가산정보 행위수가 가산 정보(진찰료 가산, 일방병상/ 중환자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야간 공휴 가산, 소아 및 

노인가산, 연령가산, 전문의 가산 등)

36 수가기준정보 수가기준정보서비스(OPEN API)

37 신포괄기준정보 신포괄수가제도 포괄영역구분 정보

신포괄기준정보조회서비스(OPEN API)

38 ICU 및 전체입원통계 입원환자 통계/ 중환자실 이용 통계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또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신청 또는 무료 내려받기 가능

(환자표본정보는 표본자료당 30만원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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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 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와 OPEN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파일데이터: 통계성 데이터를 포털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OPEN API: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파일데이터, OPEN API)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데이터 목록(건) 3,868 15,709 26,698 37,294 49,961

공공데이터 목록 외 신청(건) 86 166 174 120 160

합 계(건) 3,954 15,875 26,872 37,414 50,121

이용 수수료

빅데이터 분석지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연구과제 지원(건) 108 151 143 148 170 720

마케팅, 창업, R&D 지원(건) - 4 31 46 57 138

신약개발: 에이치케이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정’(국내신약 제30호), 보험급여 등재(’19,3.), 

고혈압복합치료제 ‘엑스원알정’ 보험급여 등재(’19.8.)

이용기간 산정기준

6일 이하 일(日)수×50,000원

1주 이상 1개월 미만 [주(週)수×225,000원]+[나머지 기간의 일(日)수×50,000원]

1개월 이상 [월(月)수×700,000원]+[나머지 기간의 주(週)수×225,000원] 
+ [월과 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日)수×50,000원]

• 수수료면제 대상: 중앙행정기관, 연구중심병원, 심사평가원 공모전 수상과제, 신생 창업기업 등

• 수수료감면(50%) 대상:학위논문 작성자, 대학(교), 의료기관, 학술단체(학회) 및 의약단체(협회), 공공기관, 심사평가원과 MOU 체결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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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접수를 통해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신청자별 맞춤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목록외 신청)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분석을 원하는 이용자(학계·의약계·산업계 등)의 수요에 맞춰 보건의료 연구, R&D,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OPEN R&D센터) 및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및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분석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건)

2015

3,954

2016

15,875

2017

26,872

2019

50,121

2018

37,414

이용 수수료

정보가공수수료 자료출력료 + 소프트웨어개발비

자료출력료 기본료 20,000원 + 추가 1MB당 1,500원

소프트웨어개발비 코드라인수 × 12,293.6원 × 보정계수(0.6∼6.21984)

보정계수 규모, 유형(용도), 언어, 품질 및 특성에 따라 변동

자료이용

문의/상담

자료이용

문의/상담

▶

▶

자료요청

공문접수

자료요청

공문접수

▶

▶

제공여부

결정

제공여부

결정

▶

▶

자료추출

자료추출

▶

▶

자료이용

수수료납부

이용자통보 자료이용

수수료납부

▶

▶ ▶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원격

내방

이용자가 별도 내방없이 데스크톱가상화(VDI)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데이터 분석 (연구중심병원, 

학술연구기관 등)

이용자가 직접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OPEN R&D센터)에 내방하여 설치된 PC를 통해 분석시스템 접속 및 데이터 분석(제약사, 

컨설팅업체, 의료기기업체, 예비창업자 등)

원격 접속 서비스 프로세스

방문 이용 서비스 프로세스

가상 PC 이용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이용



제약사, 치료재료 업계 등 자사실적 조회 및 마케팅 분석 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템 사업 지원

신약개발, 새로운 적응증 발굴 등 의약산업계 R&D 지원

OPEN R&D 센터(본원 1개소 23석)

공모전 및 창업지원 성과보건의료빅데이터 센터 좌석 수

본원(원주)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층 15석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IT벤처타워 동관 2,9,13,14층 13석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연산5동, 더웰타워) 15층 2석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계산동 2가, 신성미소시티) 2층 2석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우산동) 1층 2석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둔산동, 아너스빌) 4층 2석

수원지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인계동) 1층 2석

의정부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56(해동2타워) 7층 2석

전주지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2층 2석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동북아무역센터(송도동) 28층 2석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09:30∼17:30(접수기간: 월요일 09:30∼수요일 17:00)

OPEN R&D 센터 좌석 수

본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2층 23석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구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공모

주제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성공의 

길을 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4차산업의 성장을 

이끌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과제수 공모 91팀

(수상 10팀)

공모 46팀

(수상 10팀) 

공모 101팀

(수상 14팀)

공모 118팀

(수상 10팀)

공모 28팀

(수상 5팀)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16년 대상(대통령상), ’18년 우수상(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상), ’19년 대상(대통령상) 수상

· 신규일자리 창출: ’17년 15명, ’18년 29명, ’19년 44명 

· 투자유치: ’18년 26.5억원, ’19년 23.1억원

· 특허출원: ’18년 10건(인공지능 음성 등) , ’19년 16건(모세관 바이오칩 치매진단키트, 호흡 측정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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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 산업 발전과 보건의료분야 창업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유망 아이템 발굴 및 스타트업의 성공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주관)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모부문) 아이디어기획, 제품 및 서비스개발

(참가대상) 창업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입상지원) 포상 1,500만원(최우수 1팀, 부문별 우수 1팀, 장려 1팀, 총 5팀) 사업모델별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인프라(OPEN R&D센터 등) 지원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경진대회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 OPEN R&D센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본·지원 10개소 4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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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정 연 2회(방학기간) 4주 과정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대상 지역 대학(교) 학생 및 산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조)

교육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이해
기초통계 산출 및 통계분석을 위한 실습
팀별(산업체와 학생)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 오픈캠퍼스로 운영하여 수료시 학점인정

구분 초급 중급 지역단위교육 고급

일정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연 5회) 오프라인(상·하반기)

장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고객지원>자료실>교육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원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원주)

대상
요양기관, 학계, 산업계 등 우리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관심 있는자 누구나

보건분야 연구자 
및 임상연구자

내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방법

보건의료분야 
기초통계산출 
및 자료설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초·중급 
교육 및 요청교육)

연구설계 및 방법론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산·학·관 연계교육(명) - - - 32 43 75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명) 290 127 221 359 508 1,5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개방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파일데이터, Open API), 의료빅데이터(빅데이터센터, 원격가상화분석), 의료통계정보(질병·의약품·의료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오픈캠퍼스)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 현황

아이템 발굴 필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계

빅데이터 역량 강화 필요

실무지식 습득을 통한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

대학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적·물적 자원 보유

인프라 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로 보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

II.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사례 

Cases of BIG DATA Utilization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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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칭 제공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주요 활용자료

골든케어 복약 알림
개인의 의료맞춤형 정보(응급정보)를 기록
가족의 진료, 건강 관련 문서기록 관리
아이의 성장과정 기록, 예방접종 일정 체크
카메라로 의약품 정보 제공
건강정보방에서 의료정보 구독
진료비계산서 사진을 첨부하여 실손보험 청구
헬스케어제품 쇼핑

의약품 검색 서비스
표준코드 마스터

굿닥 마스크 알리미 스캐너
비대면 원격진료 받기
내 주변 병원, 약국 찾기
시술정보
병원리뷰

병원 약국찾기 정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코로나핀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의 공적 마스크 재고찾기 및 판매처의 판매시간 유추
코로나19 상황판 및 재난문자 다시보기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마스크 실시간 현재 보는 위치 기준 공적 마스크 판매처 상호, 입고시간, 잔고 조회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닥터 다이어리 당뇨 환자들의 혈당 기록들을 그래프 형태의 자료로 제공
당뇨 전문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당뇨 전문 컨텐츠 제공 

병원정보서비스

서비스 명칭 제공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주요 활용자료

똑닥 사용자 주변 병원 예약/접수(실시간 대기순서 확인 가능)

사용자 주변 약국 찾기

처방받은 약의 효능 및 주의사항 정보

시술정보를 포함한 의료정보 컨텐츠를 제공

병원정보서비스

의료기관별상세정보서비스

우리동네 병원 병원 및 약국 검색 서비스

전국 또는 지역별(행정구역별, 읍/면/동별) 병원, 약국 현황 조회

병원명, 연락처, 주소, 병원분류, 홈페이지 현황 조회

지도상에 병의원 위치 표기

GPS(위치확인시스템)를 연동하여 현 위치 주변 병원 정보 제공

병원정보서비스

약국정보서비스

병원약국찾기DB

인터엠디 의사들 간의 지식 정보 교류

진료, 경영, 커리어 등에 대한 Q&A

병원코드정보서비스

병원정보서비스

착한의사 병원찾기: 증상체크, 자가진단, 병원비 비교 등

건강검진: 검진계획, 검사항목 컨텐츠 제공 

MY 건강: 병원방문, 약품처방, 검진결과 내역

건강뉴스, 데일리, 카테고리별, 추천 뉴스

의료빅데이터 정보: 질병 및 약품 컨텐츠

진료행위정보서비스

질병정보서비스

병원정보서비스

약국정보서비스

병원진료정보조회서비스

하이닥 의사, 약사 등 건강전문가와 건강 Q&A

치료 후기 제공

지역별, 진료과별, 만성질환우수평가병원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한 병원 및 

의사 간편 검색

병원정보서비스

질병정보서비스

진료행위정보서비스

비급여진료비정보서비스

병원평가결과정보조회서비스 등

Lifelog 건강을 위한 목표를 수립, 진행 상황을 추적, 사용자 생활 패턴에 대한 

건강 정보 제공

질병정보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APP 서비스 주요사례(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보건분야 사례 참조)

1. 공공데이터



Healthcare BIG DATA Research

2.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구

주요 SCI논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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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Population-based epidemiology of primary biliary cirrhosis in South Korea

게재지 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2015

저자 K.-A. Kim, M. Ki, H. Y. Choi, B. H. Kim, E. S. Jang, S.-H. Jeong

분석내용 2009∼2013년 원발성 담즙성 경변(PBC)환자 진료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유병률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

논문명 Efficacy of Treatment for Latent Tuberculosis in Patients Undergoing Treatment with a Tumor Necrosis Factor 
Antagonist

게재지 Annals of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 2016

저자 Jungsil Lee 외 7명

분석내용 2009∼2013년 TNF-α 길항제를 사용한 환자의 진료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실태 조사 및 TNF-α 길항제 사용 후의 결핵 
활성화 위험도를 분석

논문명 Warfarin Use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Undergoing Hemodialysis

게재지 Stroke, 2017

저자 Chang-Yun Yoon, Juhwan Noh, Jong Hyun Jhee 외 8명

분석내용 2009∼2013년 말기신부전(N185, I120, E1122(ICD-10기준)) 및 만성신부전(N18(ICD-10기준)) 환자의 진료내역으로 코호트를 
구축하여 심방세동(I480(ICD-10기준))이 동반된 만성신부전 및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항응고제 치료의 영향을 분석함 

논문명 Cancer Risk in the Early Stages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Korean Patien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게재지 Journal of Crohns and Colitis, 2017

저자 Yoon Suk Jung, Minkyung Han, Sohee Park, Won Ho Kim, Jae Hee Cheon

분석내용 2010∼2014년 염증성 장질환(K50, K51(ICD-10기준)) 환자 진료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암발생률의 차이를 분석함

논문명 Lung Cancer development and mortality in interstitial lung disease with and without connective tissue diseases: 
a five-year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게재지 Respiratory Research, 2019

저자 Won-Il Choi, Dong Yoon Lee, Hyun-Gi Choi , Choong Won Lee

분석내용 간질성 폐질환(2009년 진료기준 J84(ICD-10기준)) 환자의 코호트(2009∼2014년)를 구축하여 간질성 폐질환과 
폐암과의 관계를 분석



주요 SCI논문 목록

제 목 게재지(연도)

Incid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eripartum Cardiomyopathy in  South 
KoreaCirculation-Heart Failure(2018)

Circulation-Heart Failure(2018)

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s and the risk of ketoacidosi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DIABETES OBESITY & METABOLISM(2018)

Association between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and a reduced risk of  heart 
failur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 real-world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Cardiovascular  Diabetology(2018)

Ambient temperature and hospital admissions for acute kidney injury: A time-series analysi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2018)

Psychiatric comorbidities among patients undergoing liver transplantation in South Kore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Hepatology  International(2018)

Status of Rehabilitation After Ischemic Stroke: A Korean Nationwide Study Annals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2018)

The prevalence and treatment pattern of clinically diagnosed pelvic organ prolapse: a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based cross-sectional study 2009-2015

Scientific Reports(2018)

Long-term outcomes of treatment for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in South Korea:  
clipping versus coiling

Journal of NeuroInterventional Surgery(2018)

Prevalence and incidence of sarcoidosis in Kore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RESPIRATORY RESEARCH(2018)

Assessing the risk of type 2 diabetes mellitu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psychiatric 
disorders treated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a population-based nested case–control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2018)

Tuberculosis  infection via the emergency department among inpatients in South Korea: 
a  propensity score matched analysis of the National Inpatient Sampl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2018)

Relationship between nurse staffing level and adult nursing-sensitive outcomes in tertiary  
hospitals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2018)

Effect of Cilostazol on Incident Dementia in Elderly Men and Women with Ischemic Heart 
Disease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2018)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s and Risk of Heart Failur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Circulation-Heart  Failure(2017)

Second primary cancer after liver transplantation in hepatocellular carcinom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Hepatology  International 2017

Epidemiology of Chronic Urticaria in Korea Using the Korean  Health Insurance Database, 
2010-2014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2017)

TRENDS IN PRESCRIPTIONS OF SEDATIVE-HYPNOTICS AMONG KOREAN ADULTS: 
A NATIONWIDE PRESCRIPTION DATABASE STUDY 2011–2015.

SLEEP(2017)

Psychiatric comorbiditie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in South  Kore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2017)

High rate of systemic corticosteroid prescription among  outpatient visits for psoriasis: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Journal of  Dermatology(2017)

Epidemiology and management of primary immune thrombocytopeni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Thrombosis  Research(2017)

Anatomic or Functional Evaluation as an Initial Test for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A Propensity Score Analysis

JOURNAL OF NUCLEAR  MEDICINE(2016)

Incidence and  clinical outcomes of intestinal Behcet’s disease in Korea, 2011–2014: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Gastroenterology(2016)

Impacts of coexisting bronchial asthma on severe exacerbations  in mild-to-moderate COPD Impacts of coexisting bronchial asthma on 
severe exacerbations  in mild-to-moderate 
COPD

Risk of gastrointestinal bleeding and cardiovascular events due  to NSAIDs in the diabetic 
elderly population

BMJ Open Diabetes Research & Care(2015)

The Incidence of Unexpected Uterine Malignancy in Women  Undergoing Hysterectomy for a 
Benign Condition: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

ANNALS OF SURGICAL  ONCOLOGY(2015)

The Clinical Status of Radiation Therapy in Korea in 2009 and  2013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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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수록 내용

1-1호 1. 선천성 이상아의 진료 현황
2. 임신부의 출산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3. 6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외래급여 처방 현황

4. 항우울제와 NSAIDs 동시 사용에 따른 두개 내 출혈위험
5. 투석환자의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6. 노인 외래진료에서 잠재적 부적절 약물 사용현황

1-2호 1. 최근 10년간 소아ㆍ청소년의 진료 질환 변화
2. ADHD와 알레르기 관련 질환의 관련성
3.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 청소년의 과거 다빈도 진료 질환
4. 치아홈메우기 시술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

5. 어린이 천식 진료 연속성과 입원에 있어 병원 시장 경쟁의 영향
6. 알레르기 질환이 아직 증가하고 있는가?
7. 아동 및 청소년의 ADHD 약물 순응도에 미치는 요인

1-3호 1. 최근 10년 간 청·장년층의 입원 진료 질환 변화
2. 암환자의 요양기관 이동 현황
3. 산후우울증 진료 현황
4. 투석환자의 신장이식률

5. 산후 유방암의 임신 관련 위험요인 분석
6.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과 의료비 분석
7. 최근 폐암 수술 동향 및 관련 인구 사회학적 요인

1-4호 1. 노인 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진료현황
2. 투석 방법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
3. 노인에서 위해가 될 수 있는 약물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사용 실태

4. 노인환자의 고관절 골절 후 항골다공증 치료제 사용
5. 노인의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 동향
6.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적절한 관리 평가

2-1호 1. 다운증후군 환자의 합병증 발생과 관리 현황 분석
2.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 질환 건강보험 청구액의 상관관계 분석
3. 최근 8년간 항우울제 처방양상 변화

4. 빅데이터 분석 방법(Shrinkage Methods)을 이용한 한국인의 
   골다공증에 연관된 질병 현황

2-2호 1.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 연구
2. 한국에서의 단장증후군 환자의 유병률 및 질병부담

3. 아세트아미노펜이 급성 A형간염 환자의 임상경과에 미치는 영향

2-3호 1. 국내 만성두드러기 유병률 및 치료 패턴 분석
2.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유병률 및 관련 요인 분석

3. 소아암 진단의 계절적 추세 및 바이러스 감염 경향

2-4호 1. 국내 만성 비암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양상
2. 국내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환자 실태분석
3. 다한증과 내시경적 교감신경절제술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4. 대장암 선별검사의 효과 연구

5.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심뇌혈관계질환 
   발생 예방
6.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의 임신 및 분만에 관한 연구
7. 한국 혈우병의 인구학적 변인 분석과 의료이용, 진료 실태

3-1호 1.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이용한 질병 네트워크 분석
2. 심방세동의 급성 악화에 기여하는 기후요소 및 대기오염 물질

3. 돌발성 난청 발병과 기후요소 및 대기오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

3-2호 1. 차세대 스마트 헌혈 플랫폼 구축
2. 인공지능 기반 논문·특허·보건의료 융합 분석 플랫폼 구축

3. 모바일 질병 예측 서비스 구축
4. 바이오 인포매틱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3-3호 1. 척추질환이 대한민국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2. 무릎관절증 환자의 외래 진료지속성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3. 파킨슨병 환자의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 골절 위험 요인

3-4호 1. 간질성폐질환 환자에서 결합조직질환 유무에 따른 폐암의 
   발생과 사망률 분석
2. 전립선 암환자에게서 항안드로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뇌경색의 발생의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

3. 2기 결장암에서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

HIRA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례, 이슈 분석, 빅데이터 최신 동향 등을 수록하여 분기별 발행

HIRA 빅데이터브리프 수록 사례

※ 세부내용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의료빅데이터>HIRA빅데이터브리프에서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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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케이이노엔은 혁신적인 치료제와 차별화된 헬스케어 컨텐츠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신약 개발 연구 진행 중에 대체시장현황 파악, 복합제 개발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약물 처방전수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여 R&D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메드트로닉은 고통 경감, 건강 회복, 생명 연장(Alleviate Pain, Restore Health, Extend Life)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 및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산업체가 주체가 되어 연구 

가능하며 IRB 심의를 통해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및 복합제 개발 시장분석 

본 연구를 통해 국내개발신약 30호 ‘케이캡정50밀리그램’이 2019년 3월 급여등재 되었습니다. 등재 이후로 License-out 계약에 있어 

다음 표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심평원에서 제공해준 약물 처방 명세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약물 처방 명세서는 일반진료내역, 약물처방 및 처치 내역, 상병 내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약물별 사용량, 금액, 투여기간, 투여횟수, 상병정보, 진료과, 

요양기관종별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및 복합제 개발 시장 분석 

약물 처방 및 처치 내역, 상병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신약인 케이캡정의 대체약제 시장의 약물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약물별 처방패턴을 확인하고자 연도별 약물 사용량, 청구액 변화, 투여기간, 투여횟수에 따른 사용량 차이, 진단(상병코드 및 처치코드 기준)에 

따른 약물 사용량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병용되는 약물을 확인하고자 약물별 병용빈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고혈압복합제 복용 환자에 대한 특성 연구

신약인 엑스원알정의 시판 후 조사(PMS)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대체약제에 해당하는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병용하거나 또는 각 단일제를 병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심평원의 연구맞춤형 자료를 활용해 학술 논문 게재를 목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 분석은 자사의 직원을 통해 직접 진행되며, 

임상의의 자문을 통해 조작적 정의를 진행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드트로닉은 심장 및 혈관 관련 제품부터 최소 침습적 치료에 사용 되는 제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각 치료재료의 

특성에 맞춰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Cardiac implantable electrical device (CIED)와 같이 환자에게 직접 이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식 후 발생하는 감염에 따르는 비용 등을 확인 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소침습수술 (MIS, Minimally 

Invasive Surgery)에 사용되는 재료로 자동봉합기, 전파절삭기, 트로카 등 단일 제품에 의해 발생된 합병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술 기법(개복수술, 복강경 수술)에 따른 합병증 비교 연구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논문을 게재하였고, 연구논문 투고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6년 4월 IRB 심의 면제를 득하고서 진행된 연구로, 2020년 3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

은 급여등재된 이후 급여기준 확대 및 복합제 개발을 위해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고혈압복합제 복용 환자에 대한 특성연구

본 연구는 2018년 9월 IRB 심의 면제를 득하고서 진행된 연구로 2019년 5월 연구를 종료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신약 시판 후 조사 계획 

수립 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량복합신약 ‘엑스원알정’은 2019년 8월 급여등재 되었습니다.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총 계약금액

Shandong Luoxin Pharmaceutical Group(중국) 9,500만 달러

Vimedimex (베트남) 비공개

Laboratorios Carnot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8,400만 달러

Kalbe(인도네시아) 비공개

Pond’s Chemical(태국) 비공개

R&D 과제명 수행기관 기간

고혈압복합제 복용 환자에 대한 특성 연구 에이치케이이노엔 ’18.10. ∼ 현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및 복합제 개발 시장분석 에이치케이이노엔 ’17. 8. ∼ 현재

한국 만성B형간염(Chronic Hepatitis B Virus, CHB)환자의 동반질환과 만성 B형간염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연구를 통한 치료제 개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18. 2. ∼ ’18.11.

심장 판막 질환 환자의 특성 및 수술 현황 분석을 통한 심장 판막 치료 분야의 
발전 도모 및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애드워즈라이프
사이언시스코리아

’18. 4. ∼ ’18. 8.

이용업체 : 에이치케이이노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애드워즈라이프, 사이언시스코리아SK케미칼, 코아팜바이오, 메드트로닉코리아, 
              서울대학교병원,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애브비, 루크코리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글로벌리서치,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케이캡정 개발: 2019. 3월 급여등재, 해외 License-out 계약(약 1.8억 달러 규모)

엑스원알정 개발: 2019. 8월 급여등재

논문 게재: Yang, P. S., Jeong, J., You, S. J., Yu, H. T., Kim, T. H., Sung, J. H., ... & Joung, B. (2019). The 

burden and risk factors for infection of transvenous 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a nationwide 

cohort study. Korean circulation journal, 49(8), 742-752.

HIRA 빅데이터 활용 계기 및 배경
HIRA 빅데이터 활용 계기 및 배경

주요실적 및 성과

활용 자료 및 분석방법 활용 자료 및 분석방법

주요실적 및 성과

OPEN R&D 센터 이용 주요현황

3.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에이치케이이노엔(케이캡정, 엑스원알정) 메드트로닉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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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competi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자료 및 세부적용 방법

- 전국 전체 데이터뷰 개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데이터로 공개중인 환자표본 자료 사용

- 치매환자 자료(청구명세서)로 특정 질환·지역 세부 분석

- 환자, 질환, 의약품, 의료행위 등 중요 데이터 요소 탐색 시스템 개발

- 처방패턴분석(Treatment Pattern Analysis), 이상사례분석(Adverse Event Analysis), 질병비용분석(Burden of Disease) 등 

   RWE 분석 서비스 개발

심평원 빅데이터를 세미나와 공공데이터 자료를 통해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치료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이하 RWE)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평원 청구명세서데이터는 RWE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요에 대한 데이터 기반과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EMR데이터를 연결하며 실사용증거(RWE) 분석의 시작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모든 질환별로 치료

경로를 분석하고 의료기관, 제약회사,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RWE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심평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이후 질병과 의약품 그리고 비용중심의 분석을 제공하는 MDwalks를 런칭하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관들을 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대형병원들의 EMR데이터를 연계하여 

임상분석(Clinical Analytics)을 지원하도록 MDwalks를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국제표준 중 CDM 데이터를 기반으로 RWE Generation 

Platform을 개발하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인웍스는 심평원 데이터와 EMR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MDwalks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RWE 결과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프로덕트로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분석결과로는 심혈관환자의 치료경로(Clinical Pathway)를 분석하여 환자 수요와 

의약품 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는 암질환쪽에서의 분석수요가 많아져서 동일하게 암환자의 치료경로를 분석하고 항암제의 

처방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점차 성장하여 현재 직원 수는 

21명이며 10명의 데이터시스템 엔지니어와 

11명의 데이터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고, 

제약회사가 주 고객으로 다양한 목적의 

RW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약회사는 30여 곳이 

됩니다. 

[ 기획 배경 ]

[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 ]

[ 향후 계획 ]

[ 현재 사업 확장 현황 ]

라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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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임상적인 문진과 설문 조사 또는 PET-CT와 같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검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후 진단, 관리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등의 생체 시료를 채취해야하며 이에 따른 고통이 환자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진단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 건강 검진 검사 항목에 포함된 혈액 검사의 

혈액을 혈액학적으로 계측하는 키트를 개발하여, 저비용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치매 발병 

가능성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매 발병 후에도 

진행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치매 발병 여부나 치매 진행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치매를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치매 질환 진료 처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분자 마커인 Tau, Ab40, Ab42 등 치매 관련 마커 4종에 대한 정량적 분석 선행 연구를 마쳤으며, ‘8종의 진단 마커를 추가 

확인 후 모세관 바이오칩을 기반으로 하는 치매 진단 키트를 특허출원 완료하였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허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위해 나노 바이오센서 제작 업체와 Prototype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약 6개월 이내에 

초기 모델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 기획 배경 ]

[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 ]

[ 현재 사업 확장 현황 ]

JHK Medical Science

“1시간 대기시간, 3분 진료시간.” 병원 외래 진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진료시간은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환자의 

불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인이 진료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인공지능이 환자의 

증상을 미리 물어보고, 수집된 증상 데이터를 의료인에게 

전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증상체크”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획 배경 ]

비바이노베이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자료 및 세부적용 방법

- AI증상체크: 질병 청구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 활용

- 예)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사용자가 겨울에 특정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가정 시

       → 인공지능은 질병 청구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증상과 연관성이 높은 질병들 가운데 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많이 한 질병을 참고·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 시각화

AI증상체크는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추천하는 솔루션

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환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얻어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병원의 의료기록, 의료 논문 등 의학지식을 통해 학습한 증상 데이터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중 하나인 나이, 성별, 계절, 지역 등 

질병 청구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MY건강 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증상체크”가 탑재된 모바일 의료 플랫폼, 착한의사 서비스는 2018년도 10월에 

정식 출시되었으며, 월 5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착한의사 서비스를 통해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해 

많이 고전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사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을 추천해주었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13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직원은 불과 2명이었지만, 

현재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만에 1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다운로드 하였으며, 현재 누적 다운로드수 20만명 이상, 

월 5만명의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개의 병원과 제휴를 맺고 착한의사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수기 검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한생명과 보험금 청구 고객 대상 의료빅데이터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병원급 EMR 시장 점유율 1위인 비트컴퓨터와 

AI증상체크를 연동한 병원 EMR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과거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MY건강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 ]

[ 향후 계획 ]

[ 현재 사업 확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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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재직 당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Lab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호흡기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여 마음이 잘 

맞고 실력이 출중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분사(Spin-off)하여 브레싱스 주식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 배경 ]

브레싱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자료 및 세부적용 방법

- 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

- 향후에는 COPD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

-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OPEN R&D 센터 이용 및 분석 툴 활용

브레싱스가 진행하는 사업은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측 시스템으로 호흡기 질환 빅데이터의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정제가 잘 되어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개방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빠른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주최하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할 경우 주어지는 R&D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지원도 선택에 고려되었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한 솔루션의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가 완료되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질병 관리를 위한 제품이 출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인허가를 준비 중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의 개발이 완료된 상황으로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건강관리용 제품을 지난 4월 킥스타터를 통해 출시하였으며, 12만불이 

넘는 펀딩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1ㆍ2차 의료기관을 위한 폐 기능 측정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이 2020년 중에 개발 완료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창업 당시에는 2명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3명의 팀원이 합류하여 총 6명이 하나의 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또한 2019년에는 회사의 첫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동되는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 ]

[ 향후 계획 ]

[ 현재 사업 확장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자료 및 세부적용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향후 예측되는 질환 정보, 통계를 헌혈자에게 제공 

 - 헌혈자의 혈액 검사 항목 중 개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항목 추출 후, 해당 항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다빈도 질병을 선별하여 수치와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레드커넥트 서비스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공동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3달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약 10만 명, 

일간 활성사용자 수 약 1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오픈 이후 활성 사용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혈자분들께 앱과 

웹, 마켓 리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및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입니다. 그러나 혈액 보유량이 

5일 미만으로 떨어진 ‘혈액 수급 위기 일수’는 2014년 61일, 

2015년 167일, 2016년 241일로 매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국내 

혈액 부족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액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2018년 기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혈액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혈액 부족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으로 ‘차세대 스마트 헌혈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

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헌혈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헌혈이 헌혈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둘째, 헌혈 이후의 혈액 

관리가 투명화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헌혈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커넥트를 통해 헌혈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헌혈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선한 사람이 더 좋은 헬스케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의 시장 조사, 헌혈자 조사 및 서비스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간의 치열한 검증을 거쳐, 

2019년 1월 대한적십자사와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AOS 및 iOS 개발을 완료하여 2019년 11월 1일 레드커넥트 

서비스가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헌혈, 투명한 헌혈, 간편한 헌혈을 골자로 대한민국 300만 헌혈자분들께 차세대 헌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획 배경 ]

[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 ]

[ 향후 계획 ]

[ 현재 사업 확장 현황 ]

Red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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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최우수상 아이디어명 : 모세관 바이오 칩 치매 진단 키트 개발

치매 진행 단계별 validation 정보와 기술을 통한 guideline 제시 

치매 발병 가능성과 치매 발병 단계에 따른 진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별 

참가자(팀) : 조서윤(JHK메디컬 사이언스)

우수상 아이디어명 : Lung Care System at Home

빅데이터 분석으로 호흡기 질환 예측시스템 개발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들의 효과적인 질병관리 도움

호흡기 질환의 조기발견 기여

참가자(팀)명 : 이인표 외 2명(브레싱스)

장려상 아이디어명: 와썹닥 : 의료서비스, 언어의 장벽을 없애다

국내 외국인, 출국 내국인을 위해 언어별 문진 번역서비스 제공

자가문진, 빅데이터를 통한 조기질병 예측플랫폼

임상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가이드 데이터 제공

참가자(팀)명 : 유지상 외 5명(히치메드)

아이디어명 : Back Keeper

척추질환 관련 메타데이터 수집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하드웨어와 허리통증 부위에 따라 맞춤형 스트레

칭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헬스케어 IoT서비스

참가자(팀)명 : 김율 외 3명(HCLab)

구 분 주요 내용

최우수상 아이디어명 : ICBM기술 기반 Blood Donor Platform

헌혈자의 건강정보를 누적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질환관리, 예방, 예후 관리실시로 헌혈 참여도 증진 및 혈액 

보유량 증대 기여

참가자(팀)명 : 김광섭 외 3인(Red Connect)

우수상 아이디어명 : 인공지능 기반 논문·특허·보건의료 융합 분석 플랫폼

선행조사엔진, 유사문서 분석엔진, 내용분석엔진 등 다양한 분석엔진과 직관적인 UI/UX, 여러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전문지식 분석환경 제공

참가자(팀)명 : 정철우 외 2인(빈닷컴)

장려상 아이디어명 : 노인 병의원시설 비교 추천 서비스

평점, 등급, 진료비, 의사(간호사) 인력 확인을 통해 최적의 병원 추천

참가자(팀)명 : 박재병(원스텝모어)

아이디어명 : 10대 우울증 환자를 위한 상담연계 및 지인 위험 알림 서비스

전국 10대 우울증 환자의 내원 수 및 지역별 환자 분포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울증 자살신호 인식

음악, 여행 등 솔루션 추천, 지인 위험 알림 서비스, 상담 및 치료 연계

참가자(팀)명 : 박수경 외 4인(뷰티풀허브)

2019년 2018년

공모전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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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최우수상 아이디어명 : 국민구강 건강관리 실태 분석서비스

생활 패턴 분석을 통해 선천적, 환경적 인자와 더불어 현재 건강상태 파악 및 미래질병예측

참가자(팀)명 : 차희찬(iBright)

우수상 아이디어명 : 부비동 병변 자동진단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부비동 방사선 사진(PMS series)을 이용하여 부비동 병변의 유무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약 1만장의 부비동 방사선 사진을 활용하여 병변과 정상 사진의 차이를 학습

병변의 특징을 찾아내어 추후 동일한 병변을 자동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참가자(팀)명 : 강일규(가천길병원 이비인후과)

장려상 아이디어명 : 내 손안에 응급닥터, 응급응답

실시간 혼잡도 예측 앱 서비스와 딥러닝 기반 응급실 챗봇, 응급 상담을 통한 응급의료의 효율적 분배

참가자(팀)명 : 신재용(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아이디어명 : Medical Chatbot ‘Sonia’

AI와의 대화를 통해 초기 진단 실시

참가자(팀)명 : 이동환(창업준비)

구 분 주요 내용

최우수상 아이디어명 : 닥터게이트

참가자(팀)명 : 김두환(메디씨앤씨)

우수상 아이디어명 :  의료관광 시각화 서비스

참가자(팀)명 : 조용현(라인웍스)

아이디어명 :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질병 예측 솔루션 개발

참가자(팀)명 : 조금준(개인)

특별상

(강원창조)

아이디어명 : EMR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병의원 컨설팅

참가자(팀)명 : 소진석(InData)

특별상

(원주의료기기)

아이디어명 : 비급여 치과견적 실시간제공 어플리케이션(뿌드득)

참가자(팀)명 : 문석진(싸이노슈어)

장려상 아이디어명 : 음성인터페이스 취약계층 돌보미

참가자(팀)명 : 안준환(마인즈랩)

아이디어명 :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참가자(팀)명 : 김태구(개인)

아이디어명 : 의료관광 추천시스템을 활용한 플랫폼

참가자(팀)명 : 이종수(개인)

아이디어명 : 실시간 요양기관현황 파악 어플리케이션

참가자(팀)명 : 박정화(개인)

아이디어명 :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환자 맞춤형 약력관리 서비스

참가자(팀)명 : 김형근(크론티어스)

2017년 2016년

공모전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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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최우수상 아이디어명 : 투명한 해외의료관광서비스 플랫폼

국내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내병원의료진과 해외환자를 온라인진료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

참가자(팀)명 : 장동완(메디타운)

우수상 병원정보(위치 정보), 병원평가정보(처방률, 의료장비 평가) 등 병원정보 제공

병원예약 서비스 제공 후 이용 고객들이 이용한 병원에 대한 서비스, 의사,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정보 공유

참가자(팀)명 : 고 훈

장려상 의약품 일련번호를 통한 유통정보 제공 및 마켓팅 컨설팅 지원

참가자(팀)명 : 김찬수(루크코리아)

병원경영에 필요한 지표 산출, 제공을 통한 병원 경영 의사결정 지원

환자군 분석을 통해 상병별, 인구통계별 환자군의 방문 패턴 분석

참가자(팀)명 : 조용현, 성기훈, 김혼, 홍원준(라인웍스)

암생존자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패턴 확인 및 기존 질병 패턴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병예측모델 개발 

참가자(팀)명 : 허재성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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