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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ramatic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widely applied to medicine and healthcare. In particular, biometric sensors in 
wearable devices linked to smartphones are collecting vast amounts of personal health 
data. To best use these accumulated data, personalized healthcare services are emerging, 
and digital platforms are being developed and studied to enable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The implementation of biometric sensors and smartphones for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healthcare emerged from the research on the feasibility and efficacy of 
the devices in the clinic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cent research 
trends in data generation, integration, and application to prevent and treat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This paper describes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treating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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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천 7백만명의 

사람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이처럼 심혈관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며, 국내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19.6명
으로 암 질환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다.2)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일상에서 스스로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3)

최근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이 

기술이 의료계에 다양하게 접목됨에 따라, 환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생활습관을 관리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4) 특히 다양한 생체 측정 센서(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이 센
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상용화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개인 건강 데이터가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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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5)6) 축적된 데이터를 개인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
이터의 통합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랫폼 또한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7)8) 환자 스스
로 생활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건강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최신정보기술을 사용하며 다양한 건강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9)

결국 환자로부터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것이 의료계
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개념이다. 빅데이터는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특정 기술 

및 분석 방법이 요구되는 대용량, 높은 생성 속도 및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정보 자산’

이라고 정의되며,10) 의료계에서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보다 리얼 월드 데이터(United States 

Real World Data, RWD)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게 사용된다.11)12) RWD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또는 임상 실무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 및 의사 결정 지원 도구를 개
발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데이터로 정의된다.13)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4가지의 RWD는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해주는 공공데이터,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
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데이터가 대표적이며, 그 이외에도 유전체 데
이터, 그리고 라이프로그 (Life log) 기반의 환자유래 데이터 (patient-generated health data, 

PGHD)이다. PGHD란 환자로 인하여 생성, 수집, 기록, 추론되는 데이터로 정의되며, 이는 자
택에서 측정이 가능한 혈압계, 혈당계, 만보기 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사용자 스스로 측
정하여 축적된 건강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다.14)15) 디지털 헬스케어로 대표되는 의료계 4차 산
업혁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개념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케 할 

PGHD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PGHD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데이
터의 생성과 측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생성된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 그리고 분석된 데
이터를 임상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어야 성공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하고 할 수 있다.

DATA GENERATION AND MEASUREMENT

스마트폰 및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발달로 환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확보가 기능해졌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PGHD는 병원 밖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수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환자들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계 및 개발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선보이고 있다.16)17) 실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 

관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연구의 50%는 사용자의 PGHD를 수집하는 ‘데이터의 생성’과 관
련된 연구였다. Table 1은 심뇌혈관 진단, 예방 및 관리를 데이터의 생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들이다.

스마트폰 및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심뇌혈관 질환의 건강 관리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단순히 가능성 측면에서 벗어나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여부를 증명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18)19) 이미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를 위해 이러한 기기들을 활용하여 생활습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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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질환 관리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다.16)17) 

이러한 방법은 원거리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었기에 건강 관리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20)

특별히 PGHD가 다른 데이터들보다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PGHD가 병원 내에서 측정된 데
이터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병원 밖 환자의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이
다. 병원 밖 일상생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항목인 걸음 수 측정만으로도 임상적 

효과가 검증되었으며,21) 최근에는 심전도, 맥박, 체온, 부분 근전도 및 땀의 pH 등 다양한 건
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개발되고 있다.22-26) 실제로 이러한 기기를 활용
한 연구들은 심뇌혈관 질환의 1차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 재활 분야에서도 활용되어 임상에
서의 PGHD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계, 셔츠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데이터 생성 및 측정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부분 실생활에서 활용되기에는 사용성과 편의성을 갖추지 못
하고 있으며, 임상적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의료진이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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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sample of studies on patient-generated health data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Study Data Research purpose/method Findings Limitations/future work
Lee et al.18) Blood pressure Proposed blood pressure 

estimation algorithm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d flow and 
electrocardiogram results

Pulse wave velocity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blood pressure

Stronger correlation with diastolic 
blood pressure than systolic blood 
pressure, which directly related to 
pulse wave

Prokhorov et al.19) Low-frequency oscillation 
of the pulse and blood 
flow (index [which may 
worsen during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hypertension])

Developed a mobile app to measure 
24-hour pulse and blood flow data 
to assess cardiovascular status 
in real time, continuously record 
photoplethysmogram signals from the 
finger, and monitor synchronization of 
pulse and vibration of blood fl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ex s value calculated only 
using the photoplethysmogram 
and the index s value calculated 
on the electrocardiogram as well 
was less than 2%

Earlobe data for 
photoplethysmograms will be added

Ahn and Cho20) Heart sounds Machine learning technique assessed 
cardiovascular disease using heart 
sounds obtained via smartphone

Age negatively related to the 
ease of the analysis of heart 
murmur

Results confirmed only on android 
devices using limited data (no atrial 
fibrillation and diastolic murmur)

Lee and Jung21) Heartrate Photoplethysmogram sensor measured 
heartrate and transmitted the RR 
interval* to a personal compute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heartrate 
measurement equipment

Further miniaturization and 
measurement on smartphone

Fang et al.22) Electrocardiogram, 
heartrate, blood 
pressure, globin insulin, 
electroencephalogram, 
and so on

Device measurement and patient self-
measurement

Designed a mobile early warning 
system that immediately alerts 
the patient's guardian, medical 
staff, and/or nearby hospital

After collecting dat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omalies to further develop 
and implement the system

Lee et al.23) Electrocardiogram, arterial 
pulse wave, pulse wave 
velocity, accelerated 
arterial pulse wave

Monitored cardiovascular system 
via wrist device with data sent to 
smartphone via Bluetooth in real time

Arterial pulse wave 
measurement error less than 1%

Needs future verification with many 
other patients

Villamil et al.24) Mobile electrocardiogram Calculated cardiovascular risk with 
electrocardiogram data transmitted to 
electronic medical records

Cardiovascular risk assessed 
on android devic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Needs verification with 
electrocardiogram measured using 
3 leads

Shyamkumar et al.25) Electrocardiogram, 
heartrate, blood pressure

-  Shirt sensor (e-bro) for men and bra 
sensor (e-bra) for women

-  Transmits electrocardiogram, 
heartrate, and blood pressure data to 
personal computer and smartphone

-  Tracked chronic conditions 
related to autonomous nervous 
regulation of cardiac activity

Needs an app to check the data using 
a wearable sensor that monitors 
breathing and blood oxygen levels

- Detected t-wave inversion

Kim26) Aging index Detect and evaluate vascular stiffness in 
real time using a smartphone

Vascular stiffness monitoring 
provided a preventive approach

Needs verification by many other 
patients in more diverse environments

*The time elapsed between 2 successive R-waves of the QRS signal on the electrocardiogram and its reciprocal, the heartrate; a function of intrinsic properties of 
the sinus node as well as autonomic influences.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으
로 보이지만, 현재의 법률적, 임상적 상황으로는 시기 상조인 듯하다.

DATA INTEGRATION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심뇌혈관 분야 이외에서도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연구 포털, 모바일 앱,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도구가 포함된 통합
형 플랫폼 ‘Beiwe’이 개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질병의 증상 및 행동 징후를 포착하고, 그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정량화하는 플랫폼 등이 제공되고 있다.36) 플랫폼은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쉽게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운동, 고혈
압/당뇨 복약 관리, 혈압/혈당 관리, 금연을 보조하는 통합형 모바일 플랫폼 “Heartbeat” 디자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37) 추후에는 디자인 연구의 발전된 형태인 심뇌혈관 건강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플랫폼의 실현 및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PRACTICAL USES OF PGHD DATA

PGHD는 환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측정된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진다. 

이는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추가적으로 의료진의 직
접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에 대한 방법론적인 분석 기술이 향상
되면서, 환자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피드백이 주를 이루고 있다.

PGHD for providing services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
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의 실현일 것이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한 결과, 복부둘레 및 이상지질혈증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38) 향후에는 모션 인식 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통한 건강 데이터의 분석 그리
고 의료진의 정밀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질 것이다.39)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회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스마트폰 앱 평가 워크그룹과 매사추세츠 정신과 학회의
건강정보 기술 위원회는 모바일 앱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절히 활
용될 수 있는 앱 평가 기준 및 온라인 양식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40) 하지만 국내
의 경우 의료진이 모바일 앱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것을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치료에 활용하는 서비스는 불가능
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상의사 결정지원 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PGHD to support clinical decisions
디지털 헬스케어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의료진과 의료 소비자 간의 데이터 공유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 의료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질병 관리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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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데이터 공유가 규제대상인 원격진료의 일부로 분류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41) 결국 디
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건강정보에 대한 습득 능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습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
야 한다. 본인의 상태가 어떠 한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피드백이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의료진의 직접적이고 실시간 개입이 없이도, 환자 스스로 데이터 중심의 상태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바일 센서를 통
하여 수집된 심박수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심혈관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임
상 의사결정 시스템이 개발되고 효과가 검증되었다.42) 미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에서는 10년간의 약 4000명의 데이터를 훈련하여 개
발된 모바일 기반 심혈관질환 예측 및 예방 시스템으로 단순 진단뿐만 아니라 스코어 알고리
즘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생
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 정보까지 제공하였다고 한다.43) 2016년 유럽 지
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가 심혈관 질환 예방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지만 실제로는 시간부족, 지식부족 등의 이유로 36–57%의 의사만이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
선 연구들과 같이 모바일 기술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44) 앞으로 기
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래의 스마트폰 앱에는 대화가 가능한 챗봇(chatbot)과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
기에, 앱의 잠재적 추천자로서 의료진은 실무에서 적절한 임상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4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통합 및 활용의 관점으
로 시행된 최근의 연구 트랜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데이터의 수집은 실효성 및 임상에서
의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통합 및 활용은 아직 설계 단계이거나 제한된 상
황에서의 검증만이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료진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없는 현 상황
에서 데이터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것이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의 도구
로서 스마트폰 앱과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모바일 기술의 역할들이 강조되었지만, 아직까지
는 그 가능성 및 제한된 환경에서의 임상적 효과를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혹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분
석을 통한 알고리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의학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발전이 가능하기에, 향후 지속적인 의료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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