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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판 후 약물감시란?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PV)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약물 이상 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또는 기타 가능한 약물 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이해 및 예방과 

관련된 과학과 활동으로 정의한다[1]. 약물감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로는 시판 전 감시(pre-marketing sur-

veillance), 둘째로는 시판 후 감시(post-marketing surveillance)가 있다

[2]. 시판 전 감시는 전 임상단계부터 3개의 임상시험을 포함하며, 시판 

후 감시는 재심사, 사용 성적 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시판 후 데이터베

시판 후 약물감시를 위한 자료원별 약물 부작용 분석 방법 및 연구 

동향
신현아1, 박성현2, 이수현3

1건양대학교병원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연구원, 2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교실 석사과정생, 3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교실 교수

Adverse Drug Reaction Analysis Methods and Research Trends by Data Sources for 
Post-marketing Surveillance
Hyunah Shin1, Seonghyeon Park2, Suehyun Lee3

1Researcher, Healthcare Data Science Center,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2Graduate Student, Departments of Biomedical Informatics,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3Professor, Departments of Biomedical Informatics,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In this study, we summarized analysis methodologies for each of five sources that electronic medical records, claim data, spontaneous reporting system 

data, social media data, and knowledge base for pharmacovigilance and research trends. We used PubMed from 2016.01.01. to 2020.12.31. for review-

ing, and as a result, spontaneous reporting system data tended to be used the most, followed by electronic medical records. As for the analysis methods, 

data mining was applied the most, followed by traditional statistical analysis. We need an appropriate research design, because each data source has dif-

ferent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methods applied depending on the subject.

Key words: Adverse drug reaction, Post-marketing surveillance, Analysis methods

How to cite this article:
Shin H, Park S, Lee S. Adverse drug reaction analysis methods and research trends by data sources for 
post-marketing surveillance. J Health Info Stat 2022;47(Suppl 3):S41-S50. Doi: https://doi.org/10.21032/
jhis.2022.47.S3.S41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Special Issue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Corresponding author: Suehyun Lee
158 G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Korea
E-mail: shleemedi@kyuh.ac.kr

Received: September 2, 2022 Accepted: November 21,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The first two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19C1310).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이스 연구 등을 포함한다. 그 중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는 의료 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약물 이상 반응에 의한 질병 등의 종류

별 발현 상황 및 품질 및 안전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약물감시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다[3].

약물 이상 반응과 약물 이상 반응 시그널이란?

약물 이상 반응이란 ‘지침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때 발생하는 모

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의미하며, 이상 사례, 부작용, 시그널(signal) 등

을 포함한다[4]. 약물 이상 반응은 보통 시판 전 시행되는 임상시험에서 

발견되어 조치되지만, 시판 이후 다수의 환자가 복용했을 때 드물게 발

생하는 증상들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약물과 

50주년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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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례 간의 새로운 잠재적인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에서 새로

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하나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분

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정의되는 약물 이상 반응 시그널(adverse 

drug reaction signal, ADR signal) 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

국내 약물 이상 반응 현황

약물 이상 반응의 발생 및 치료를 위해 많은 양의 진료비와 사회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약물 이상 반응 보고는 2018년 약 25만 7천 

건에서 2019년 약 26만 3천 건으로 약 2.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효능 

군별로는 해열 ·진통 ·소염제가 38,591건(14.7%)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

제가 31,020건(11.8%)으로 두 번째였다[5].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고 건수가 259,089건에서, 2021년 보고 건

수가 539,44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2021년

에 보고된 이상사례 중 백신류가 300,440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항악성종양제(6.1%), 해열 ·진통 ·소염제(5.9%)가 많이 보고되

었다[6]. 

데이터 기반 약물 이상 반응 분석 연구의 필요성

자발적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상시험에서 발견되지 않은 약물 

이상 반응을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대부분 의사, 약사, 제약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어, 실제 환자들의 내용들이 보고되지 못하는 과

소보고의 제약점을 안고 있다[7]. 이는 보고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약물 이상 반응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청구자료, 자발적 보고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이때 자료원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방법 역시 적절하

게 맞춰서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 후 약물감시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원과 그에 따른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자의무기록, 청구자료, 

자발적 보고자료,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지식베이스 총 5개의 자료원

별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였다.

본 론

논문 선정 프로세스

논문 검색은 PubMed [8]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PubMed는 생

명과학, 보건학, 의료정보학 등 폭넓은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MEDLINE [9]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자의무기록, 자발적 

보고자료, 청구자료,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지식베이스의 5개 자료원

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445건의 논문을 확인했다. 관찰연구 중 Con-

trolled before and after study와 Before and after study와 같이 임상시험 

디자인이 대부분인 연구들은 연구자가 검토하여 일부 제거하였고, 이

외에도 메타분석 연구, 체계적 고찰 연구 등의 형식이거나 초록만 접

근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68건의 결과를 얻었다. 연구

진들의 검토를 통해 자료원별로 전자의무기록 53건, 자발적 보고자료 

69건, 청구자료 10건,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14건, 지식베이스 16건으

로 정리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한 연구는 6건으로 나타

났다. 논문 선정 프로세스에 대해 Figure 1에 정리하였다. 

시판 후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원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은 2010년 이후 국내에 활발히 도입되며, 각 병원의 환

자 정보는 물론 약물 처방 및 검사 결과를 전산화하여 현재 가장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는 보건 의료 데이터로 볼 수 있다[10]. 전자의무기록

은 의료진의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료기록에 대해 빠

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병원마다 전자의무기록 데

이터의 구조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 이상 반응을 분석하기 위

한 다기관 공동연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을 같은 

구조와 규격을 가진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변

환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The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OMOP) CDM [11], Sentinel CDM [12], 

The National Patient-Centered Clinical Outcomes Research Network 

(PCORnet) CDM [13] 등이 있다. 

자발적 보고자료

자발적 보고 시스템(spontaneous reporting system, SRS)이란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으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약물 이상 반응

을 경험했을 때, 환자 본인, 또는 의사나 약사, 관련 지역센터에서 이 사

례를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14]. SRS 데이터는 약물의 

시판 후 감시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과소보고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5]. 국내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

하는 유해 사례 보고 시스템(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이 있으며, 이 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분석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한 의약품부작용원시보고자료(The 

KIDS-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Database, KIDS-KD)도 

있다[16]. 미국에서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약물 이

상 반응 보고 시스템(Federal Drug Administration’s Adverse Event Re-

porting System, FAERS)를 운영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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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료

청구자료는 환자의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

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 의뢰를 위해 보험급여 청구를 하

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연구용 청구자료를 개방해왔다[18]. 청구자료는 표본 크기가 크기 때

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희귀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가진 환자 

그룹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 환자의 

나이, 성별 등과 같은 기본정보부터 진료, 청구서, 상병, 보험정보 등 다

양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의 Research Data Assistant Center (ResDAC) 

[20], Chronic Conditions Data Warehouse (CCDW) [21]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로, Twitter [22], Facebook [23] 등과 같이 네트워크로 소식을 주

고받는 등의 활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는 전염성/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중 보

건 감시용으로 활용되거나, 보건 관련 정보나 사회적 지원, 의료 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24]. 사용자들이 컨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치료 결정을 촉진하는 

등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25]. 또한, 사람들이 SNS 플랫폼

에서 자신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처방받은 약의 사용과 약물 이상 

반응을 글로 게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러한 게시글을 약물 이상 

반응 탐지를 위한 중요한 소스로 활용하기도 한다[26]. 

시판 후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의 주요 설계 및 방법

데이터베이스 연구 설계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 설계 방법으로는 크게 기술적 연구와 분

석적 연구로 나뉜다. 기술적 연구는 주로 임상 기록과 각종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발생 양상을 인

적, 지역적, 시간적, 특성별로 파악한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로 환자 사례 보고, 환자군 연

구, 생태학적 연구, 단면연구 등이 포함된다. 분석적 연구는 기술적 연

구와 달리 비교군을 포함하는 두 집단 이상의 발병 빈도 차이를 관찰

하는 연구로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등이 있다. 대표적인 단면

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의 설계 방법에 대해 Table 1에 정

리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분석 방법

머신러닝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하위 카테고리로써 가장 

Figure 1. Article selection process.

Number of articles from 1975-2021 retrieved from PubMed 
(n= 2,140)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on Medline from 2016 to 2020 
retrieved from PubMed (n= 387)

Papers were available with full text
(n= 349)

Paper type in Journal article, meta-analysis,
review/systematic review (n= 152)

Spontaneous Reporting 
System (n= 69)

Claim data 
(n= 10)

Social Network Service 
(n= 14)

Using multiple sources 
(n= 6)

Eletronic Health Records 
(n= 53)

Paper type not in observational study 
(When clinical trials are the main focus), meta-analysis, 

review/systematic review (n= 41)

Only abstract, free full text 
(n=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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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분야 중 하나로,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과학의 핵심으로 놓여 있다[30]. 머신러닝 알고

리즘에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준 지도학습, 강화 학습, 전이 학습 

등의 유형이 있으며, 활용 목적으로는 Chemical Reaction Prediction, 

Drug Discover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등이 있다. 라이브

러리로는 Tensorflow [31], Keras [32], PyTorch [33], Scikit-learn [34] 등이 

있으며,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특성상 최근에는 따로 컴

퓨팅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Colab [35]과 같은 클

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Convolution Neural Net-

work (CNN)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대체할 Transformer

가 나오면서 Transformer 기반의 약품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36].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패턴

과 정보를 추출하고 발견하는 기술로[37], 머신러닝은 물론 통계나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술을 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시판 후 약물

감시의 주요 연구 주제인 약물 이상 반응 시그널 탐색에 많이 활용되

며, proportional reporting ratio (PRR)와 reporting odds ratio (ROR)를 

계산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7]. 기본적인 절차는 (1) 데이터 추출; 

Selenium [38]과 웹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 (2) 데이터 전처리; 추출한 데이

터를 분석하기 용이하게 정리, (3) 데이터 분석; 사례기반 추론, 연관성 

분석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결과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데이터를 응용수학을 이용하여 수치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약물감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법은 2개 이상 

집단에 대해 서로 비교하고자 할 때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

는 방법인 analysis of variance (ANOVA) [39], 분할표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방법인 Fishers’ exact test [40], 검정통계량이 귀무

가설 하에서 t-dstribution을 따르는 통계적 가설 검정 방법인 Student’s 

T-test [41] 등이 있다.

우도비 검증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 LRT)은 경쟁하는 두 통계 모델의 

적합도를 우도 비율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귀무가설이 관찰

된 데이터에 의해 지지가 되는 경우 두 가설의 가능성은 표본 오류 이

상으로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비율이 유의한 지를 테스트하

는 것이다[42]. 우도비 검증은 매개변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점

과 통계량이 너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특징이 있다.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변화하는 데이터나 어떤 경향성 또는 인과관계 모델링 

등 통계적 예측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한다[43]. 회귀분석의 종

류에는 변수들이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선형 

회귀, 두가지 값 중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또는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

해 사용하는 리지 회귀(Ridge regression), 그리고 라쏘 회귀(Lasso re-

gression) 등이 있다. 최근에는 통계분석을 위한 R[44], 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45],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46]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 결과

자료원별 출판 동향

연도별 연구의 총합은 2016년에 15건, 2017년 35건, 2018년 44건, 

2019년 41건, 2020년 27건으로, 2017년에서 2019년 동안의 연구 수와 

비교하여 2020년도에 연구가 27개로 줄어든 것은 COVID-19로 인해 

Table 1. Additional explanations for cross-sectional studies, cohort studies, and patient-control studies

Cross-sectional study It is an observational epidemiological research method that obtains and analyzes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of specific drugs and the exposure of drugs of interest within the same time or short period of time, and is us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crease the risk of disease occurrence [27].

Cohort study Those exposed to risk factors and those who do not are classified, and the disease occurrence patterns of each group are  
compared through follow-up surveys. The purpose of Cohort study i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risk factors 
and diseases, and the disease incidence rate can be accurately identified for each specific factor, but it is expensive and takes a 
long time [28].

Case-control study It is a study to deter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sease and the patient group who has been exposed to risk factors in the past. Various evaluations of exposure to 
risk factors are possible, and it is suitable for conducting research on rare disease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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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해로운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47-49]. 2017년에 

자료원을 활용한 약물감시 논문의 출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후로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연구의 수가 2019년까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발적 보고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2017년 증가

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연도에 따른 자

료원별 논문의 수는 Figure 2에 정리하였다. 또한 각 분석 방법별로 리

뷰한 논문을 Table 2에 First Author, Category of Method, Method, 

Source, Purpose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하였고, Table 2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3.2에 기술하였다.

시판 후 감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의 활용 

사례

Figure 3은 약물감시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을 자료원에 Figure 2. Number of articles per year by data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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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s of the use of methodologies for pharmacovigilance

First Author Category of method Method Source Purpose

Bouzillé G et al. 
(2019) [50]

Machine Learning Self-developed DNN model EHR Detecting patients who may develop ADE due to DDI

Barnette DA et al. 
(2020) [51]

Machine Learning DNN EHR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evidence of DDIs with meloxicam and 
liver injury present in EHR

Wunnava S et al. 
(2019) [52]

Machine Learning Bi-LSTM EHR In this paper, we report our experience with the NLP Challenges 
for Detecting MADE1.0, which aims to promote deep innovations 
on this subject. In particular, we have developed rule-based  
sentence and word tokenization techniques to deal with the 
noise in the EHR text.

Nishtala PS et al. 
(2020) [53]

Data Mining ROR, PRR, IC, EBGM FAERS Analyzing FAERS to identify abnormal heart events in  
hydroxychloroquine in the elderly.

Ran J et al.  
(2019) [54]

Data Mining PRR, ROR, IC KAERS Detecting signals from AE after HPV vaccination using the KAERS 
database.

Yang CC et al. 
(2018) [55]

Data Mining Heterogeneous networks EHR Proposed a framework for detecting drug safety signals using  
online health community data, a timely, informative and publicly 
available data source.

Gawron AJ et al. 
(2018) [56]

Statistical Analysis Chi Square Test, Kruskal-Wallis 
rank test, ANOVA

FAERS ADR detection of eluxadoline through post-marketing surveillance

Geier DA et al. 
(2018) [57]

Statistical Analysis Fisher’s exact test VAERS Investigation of early exposure to mercury in infants using VAERS 
data to cause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in childhood

Huang L et al. 
(2017) [58]

LRT Zero-inflated Poisson model 
based likelihood ratio test 
and likelihood ratio test

FAERS Proposed a zero- inflated Poisson model-based likelihood ratio test 
method to identify pairs of adverse drug events with  
disproportionately high reporting rates.

Nam K et al.  
(2017) [59]

LRT Logistic Regression Likelihood 
Ratio Test

EHR Propose a more flexible logistic regression Likelihood Ratio Test 
approach for handling confounding in VAERS

Winterstein AG  
et al. (2017) [60]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EHR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risk model and final C-score 
for 16 pADE

Chung EK et al. 
(2018) [61]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KAERS Analyzing the causes of DIAP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evere 
DIAP in KAERS

KAERS, 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 federal drug administration’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 vaccine adverse event report-
ing system; DNN, deep neural network; EHR, electronic health records;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LSTM, long short-term memory; MADE, Medica-
tion and adverse drug events from electronic health records; ROR, reporting odds ratio; PRR, proportional reporting ratio; IC, information component; 
EBGM, empirical Bayesian geometric mean; AE, adverse event; C-score, complexity score; LRT, likelihood ratio test; pADE, preventable adverse drug event; 
DIAP, drug-induced acute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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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한 그림이다. 전자의무기록과 자발적 보고자료에서는 다양

한 분석 방법이 골고루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데

이터를 자료원으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이 주로 사용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청구자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머신러닝

Figure 3을 보면, 머신러닝은 청구자료와 자발적 보고자료에 일부 활

용되고, 대부분 전자의무기록에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데이터마이닝은 따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머신러닝 활용 연구가 적게 나타났다.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에서 약물 간 상호작용인 drug-drug interac-

tion (DDI)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이상 반응을 식별하고 근거

를 마련하는 연구[50,51],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내 포함된 텍스트 노이

즈를 제거하기 위한 규칙 기반의 문장 및 단어 토큰화 기반의 전처리 

기술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52].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은 가장 많은 연구에 적용된 분석 방법으로, 텍스트 

베이스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 전처리와 분석에 효과적이다. 실제 활

용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령자 집단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Hydroxychloroquine)의 심장질환 약물 이상 반응을 식별한 연구[53], 

그리고 KAERS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

lomavirus, HPV) 백신과 관련된 약물 이상 반응 시그널을 분석하고 탐

지하는 연구[54]가 있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데이터마이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전

체 자료원에서 모두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통계 방법부터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62]. FAERS에서 eluxadoline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chi-squared test, Kruskal-Wallis’s rank test, ANOVA를 

사용하여 oxycodone, rifaximin, antidiarrheals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eluxadoline과 관련된 췌장염 위험을 조사하는 연구[56]가 있고, Vac-

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에서 특정 신경 발달 장

애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수은이 유아에 

대한 잠재적인 신경 발달 위험을 야기하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57].

우도비 검증

우도비 검증을 사용한 연구로, 자발적 보고자료에서 보고율이 불균

형적으로 높은 의약품과 약물 이상 반응 쌍을 탐지하기 위해 Zero- 

inflated Poisson 모델을 개발한 연구[58]와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자료인 VAERS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와 같은 자발

적 보고자료가 가지고 있는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Logistic Regression Likelihood Ratio Test를 제안하는 연구가 있

다[59].

Figure 3. Analysis method usage by data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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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에는, bootstrap validation model을 사용해 

예방 가능한 약물 이상 반응(preventable Adverse Drug Events, pADEs)

에 대한 위험 모델과 복잡성 점수(complexity score, C-score)를 개발하

여 약사 약물 치료 관리(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의 

필요성이 큰 환자를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59]와 국내에서 약물 유발 

급성 췌장염(Drug-induced Acute Pancreatitis, DIAP)의 원인과 심각

한 DIAP에 관련된 요인을 탐지하기 위해 KAERS를 분석한 연구가 있

다[6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시판 후 약물 감시를 위한 의료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원과 분석 방법별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의료 데이

터베이스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분석 방법 역시 다

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자료원 별로 보았을 때, 2016년부터 현재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전자의무기록과 자발적 보고자료를 자료원으로 

사용한 연구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출판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자

발적 보고자료에서는 특히 데이터마이닝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많은 양의 자료에서 원하는 지식이나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다[63].

전자의무기록은 병원마다 데이터의 형식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

에, 다기관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된 포맷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CDM이 구축된 기관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코드

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는 통계량에 대한 검증력을 높여줄 수 있다. 자

발적 보고자료는 실제 복용된 의약품의 부작용이 과소보고될 우려가 

있지만, 실제 약물 이상 반응 사례를 포함하는 중요한 자료원으로 다

른 자료원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구자료는 약물 노출

군에 대한 분모정보를 제시할 수 없어, 결과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희귀 질환 환자 그룹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시판 후 약물감시를 위해 활용되는 자료원마다 가지는 특징

이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연

구 설계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단일 자료원만을 사용한 분석에는 한

계가 따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자료원을 함께 사용하여 추가 검증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가명처리, 가명정

보의 처리 및 결합활용 등에 있어서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

인[64] 등과 같은 연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 

및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 론

시판 후 약물감시를 위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들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고, 중심적으로 소개한 전자의무기록, 

자발적 보고자료, 청구자료 이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와 같이 새

로운 자료원들도 활용되고 있다. 자료원과 분석 방법에 대해 세밀히 파

악하여 연구를 설계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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