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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의료이용통계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수 을 악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 가 되며 건강증진 사업의 목표 설정, 의료자

원의 배분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선진국들은 이

미 통계 생산을 한 기반과 담조직을 갖추고 체계 으로 의료이용통

계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한, 국가 간 

의료이용통계의 교류와 통계생산이 진될 수 있도록 다각 인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이용통계 반을 기획하고 리하는 담조직이 부재

한 상황에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의료이용

통계를 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생산 활동은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서 효율 이고 체계 인 통계생산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이용통계가 한 단계 발 하기 해

서는 기존의 의료이용통계생산 활동을 재검토하고, 외국의 의료이용통계 

생산을 한 환경과 노력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실에 합한 효율

인 통계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국내의 의료이용통계 생산 활동을 재검

토하여 우리의 의료이용통계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며, 이를 한 방안

으로 의료기  조사자료, 가구조사 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의



료이용통계생산에서의 개선 을 제시함으로서 의료이용통계 발 에 하나

의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서울 학교 보건 학원 이승욱 교수님, 가톨릭의과 학 김옥남 교수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학  실장님, 본 보고서의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

언을 하여주신 김혜련 연구 원과 이연희 소장님께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보건통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보

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의견일 뿐 본 연구원

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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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Improving the Production of Health Care 

Use Statistics 

 

Statistics on healthcare utilization can be produced based on 

surveys or administrative data. A survey has a flexibility 

responding to changing demand on statistics but it is expensive, 

while collecting administrative data costs less but collected data 

are limited, lacking diversity. Therefore,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on healthcare utilization is required to apply the merit of each 

datum and efficient data collection. In addition, the purposes, items 

and methods of surveys are different, and they have been little 

compared and complemented to one another. Thus, the methods 

and items of surveys need to be standardized. Data on patients’ 

healthcare utilization are collected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y have been limited to statistical data on simply 

business performances, and have not been diverse. As sample data 

on patients benefitted from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re 

produced and provided, the foundation for utilizing the data of 

researchers and the general public has been established.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ri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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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rits of data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on 

healthcare utilization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the surveys of 

medical institutions, household interview surveys, and health 

insurance data for producing statistics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in the data. A patient survey as a 

part of surveys of medical institutions needs to be improved in its 

data collection, and to develop survey items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Furthermore, as 

a way of expanding the target population of National Injury 

Hospital Discharge Surve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tistical 

results or the sampling design of the patient survey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target population. In addition, the study also 

emphasizes that the Korea Health Care Panel Study needs 

measures to prevent households surveyed from dropping out of the 

panel study, and it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data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estimations. Since the health insurance data is 

collected for reimbursement purposes, a data set is needed to be 

produced for various areas. In other words, data sets for diseases 

episodes, personnel, and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vided with the general public,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key data sources for producing statistics on healthcare 

utilization by area, and rare diseases. In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are also given for establishing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system, standardizing survey items, and setting up 

an organization specialized in healthcare statistics.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이용통계는 조사자료 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고 

각 자료의 장 을 살리며 효율 인 통계생산이 필요함.

○ 조사자료는 수집항목에 유연성이 있고 행정자료는 자료 수집 비용

이 게 들지만 항목의 확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의료이용 통계조사 간에도 조사목 , 상 집단, 측정방법이 상이

하여 통일성이 필요하고 의료정보의 표 화는 자료수집 시스템에

서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량의 환자정보가 축 되고 있으나 통계생산

을 한 활용에 미진하 음. 최근 표본자료(Sample Data)를 구축으

로 원시자료의 활용을 확 시킴.

○ 조사자료와 건강보험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장 과 개

선  도출이 필요함.

⧠ 의료이용통계는 OECD보건통계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큼. 의료

이용통계는 11개 부문 36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진단범주별 퇴원율

과 재원일수, 수술률 통계가 많은 항목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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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범주별 퇴원환자는 149개 항목의 국제간이병원질환표

(ISHMT; International Shortlist for Hospital Morbidity 

Tabulation)에 의하여 제출함.

－퇴원율은 일정 기간 의료기 에서 퇴원한 건수를 인구수로 나

 지표이며 평균재원일수는 총 입원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

로 나 어 계산함.

－퇴원환자는 진료에피소드(episode) 단 로 어떤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거기간 동안 2회 입원하고 퇴원한 경우 2건의 환

자로 처리됨.

⧠ 한 OECD는 의료에 한 질 평가를 하여 62개 항목의 보건의료 

질 지표(HCQI)를 개발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암등록 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건강보험자료 등을 활

용하거나 지표를 생산함. 

⧠ 우리나라는 여러 기 이 개별 인 목 에서 의료이용통계 생산을 수행

하 고 그동안 통계생산 과정과 내용에 한 비교 분석이 부족하 음.

○ 따라서 통계생산 비용과 응답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새로운 통계 수

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이용통계 생산이 필요하며 생산된 통계

의 활용과 보 에 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개별 인 통계생산은 통계생산 자원의 비효율 인 사용과 통계 

이용에 제한 이 있으므로 각 자료수집체계 간에 장단 을 분

석하여 효용성 높은 의료이용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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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내용

⧠ 연구목

○ 다양한 의료이용통계 수요에 부합하고 효율 인 통계생산이 되도

록 기존의 의료이용 통계생산 활동을 분석하고 개선 을 제시함.

⧠ 연구내용 

○ 국내외 의료이용통계 생산활동  내용 분석

－자료수집 목 , 표본설계, 조사항목, 작성기  간의 장단  비교

○ 외국의 의료이용통계 생산활동 분석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의료이용 통계생산 활동  내용 검토

○ 주요 의료이용 통계 자료의 비교 분석

－주요 의료기 조사의 통계결과 비교분석

－의료기 조사와 건강보헌자료와의 분석

－각 자료간의 장   제한  악

○ 각 의료이용통계 조사별 개선  제시

－의료기 조사, 가구조사, 행정자료별 개선  제시

－의료이용통계의 품질향상  보 방안 제시 

3. 국내 통계생산 활동 및 현황

⧠ 의료이용통계 련 주요 의료기 조사는 환자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 

가구면 조사로는 국민건강 양조사와 한국의료패 조사가 있음. 건강

보험자료 한 의료이용통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행정자료임. 

○ 환자조사는 의료기  내원환자의 상병, 치료결과, 입원일수 등에 

한 조사로 건강보험 환자 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자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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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조사됨. 외래환자는 1일, 퇴원환자는 1달간 조사로 희귀성 

질환, 계 성 질환에 추정오차가 클 수 있음.

－ 재는 OECD 제출 보건통계의 많은 부분을 이 조사를 통하

여 생산하고 있으나 요청되는 체 통계를 충족시키기 해서

는 조사항목의 추가와 조사부담의 완화가 필요함.

－제약산업  보험 상품개발 등에 자료의 활용을 요청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분기별 분할조사로 환하면서 조사부담이 가 됨.

○ 퇴원손상심층조사는 퇴원환자에 한 표성 있는 보건의료통계 

생산, 주요 만성질환 퇴원환자  손상퇴원환자의 시계열  추이 

악, 보건정책 개발  평가에 필요한 기 자료 생산, 국가간 비

교가능한 보건지표 생산을 목표로 함. 

－표본병원 : 100병상 이상의 성기 일반병원을 상으로 종합

병원, 병원, 일반병원을 상으로 하며 보건의료원을 포함. 단

과병원, 요양병원, 노인 문병원, 보훈병원, 국군병원, 재활병원

은 제외한 국에서 170개 표본병원을 지정함.

－조사가 포 하는 범 가 작아서 국가 체의 의료이용 실태 

악에 한계가 있고 특정 만성질환과 손상에 을 두고 있음.

⧠ 가구면 조사

○ 의료이용통계와 련된 주요 가구면 조사는 국민건강 양조사와 

한국의료패 조사가 표 임. 외래와 입원이용에 하여 의료이

용 목 , 질환명, 방문횟수, 치료일수, 소요시간(재원기간), 진료비 

지불형태, 본인부담 지출비용, 친 도, 만족도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함.

－주민면 조사는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 간 의료비(교통비 

등) 등에 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기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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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의존하는 조사이므로 세부 이거나 희귀상병에 한 응

답오차는 클 수 있고 세부상병에 한 통계가 신뢰성을 가지려

면 보다 큰 표본을 필요로 함.

⧠ 건강보험자료 

○ 건강보험진료비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축 되는 자료로 자동차보

험, 산재보험, 자비 환자 정보가 락되지만 진료비 정보가 포함됨. 

－그동안 축 되는 자료량이 무 많아서 직  통계생산  분석

이 어려웠으나 최근 표본자료셑의 구축과 보 으로 다양한 분

석과 활용 기반을 제공함.

○ 건강보험자료는 보험청구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제도운

에 필요한 정보 주로 자료가 수집되므로 개인특성 정보가 다

양하지 못함.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 환자에 한 추정, 입원환자의 분할 청

구에 한 분석, 기존의 수행하는 의료이용조사와 비교 분석이 

필요함. 

○ 건강보험 환자표본자료(HIRA-NPS) 

－ 1년간 의료이용을 한 모든 환자(약 4,600만 명)를 상으로 성

별, 연령(5세 단 ) 구간에 따른 환자단  층화계통 추출한 자료

－표본추출환자 1년간의 모든 진료내역과 처방내역을 포함(입원

환자 약 70만명, 외래환자 약 40만명)

4. 외국의 통계생산 활동 및 현황

⧠ 미국은 국가보건통계센터(NCHS)와 보건의료연구소(AHRQ)가 심

이 되어 보건의료통계자료 수집을 한 다양한 조사가 설계‧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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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수집 활동을 뒷받침하기 하여 국가보건생정통계 원회

(NCVHS)는 보건  보건서비스에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

아서 보건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 인 자료셑을 정의하는 역할

을 수행함.

○ 미국의 주요 의료기 조사는 단기 입원환자를 상으로 하는 퇴원

환자조사와 외래방문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외래이용조사, 단기

요양병원과 외래 수술 환자를 상으로 하는 외래수술조사가 있고 

장기요양환자를 상으로 가정간호  호스피스진료소조사, 싱

홈조사, 주거요양시설조사가 있음.

○ 퇴원환자자료셑(UHDDS)은 퇴원환자에 한 표 인 최소자료

셑으로 병원의 단기 성질환 퇴원환자에 한 인구학 , 진단  

의료서비스에 한 정보의 보고  정보교환을 해 필수 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자료항목임.

⧠ 캐나다는 보건정보원(CIHI)이 국가의 보건의료정보를 리하고 개발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의료정보의 표 화  자료수집, 분석, 자

료공유 업무를 수행함. 수집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등록

자료들을 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 함.

○ 보건의료통계 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

(DAD), 정신보건데이터베이스(HMHDB), 통원치료데이터베이스

(Ambulatory Care DB), 병원 상병데이터베이스(Hospital 

Morbidity DB) 등이 있음.

⧠ 호주는 보건복지정보원(AIHW)이 인구보건  보건서비스, 보건자원 

분야의 국가보건통계의 범 한 개발  보  업무를 수행함. 국가

보건정보 원회(NHIA)를 통하여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하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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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집하여야 할 최소자료셑(National Minimum Data Sets)을 

정의하고 발 시킴.

○ 국가최소자료셑(National Minimum Data Sets)은 국 단 에서 

의무 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고하는 기 들이 합의한 필수자

료 항목으로 국가정보 리단(National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Group)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 자료 항목임. 보건의

료 분야에는 15종의 최소자료셑이 정의되어 있음.

○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NHMD: National Hospital Morbidity 

Database)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한 DB로 의료기

 특성, 인구학 , 행정 , 진단 , 치료  정보가 포함된 환자진

료와 계된 DB임. 이 DB로부터 매년 호주병원통계연보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가 발간되며 OECD 보건통계 

에서 의료이용 통계 생산을 한 자료원으로 많은 부분 활용됨.

5.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 비교

 

⧠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 비교

○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체 환자조사를 비교하면 환자의 연령분포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질병구조, 평균재원일수, 진료비지불방법에 

차이를 보임.

○ 유사한 조건으로 환자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비교하면 연령분포, 

질병구조, 진료비 지불방법에 차이 이 없으나 평균재원일수에 차

이를 보임.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경우 일정기간(181일) 이상은 결측 처리하

는 것에 원인이 있음.



10∙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 재원일수를 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건강보험자료를 비교하면 재

원일수 분포가 28일, 30일 부근에 집해 있는 형태를 보임.

○ 이러한 상은 건강보험자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재원일수 분포

의 앞 부분이 M자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분할 는 특정

일 진료비 청구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임.

○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는 건강보험자료와 비교하여 크지는 

않으나 일부는 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의료기관 조사의 개선

  가. 환자조사

⧠ 자료수집 방법 개선 

○ 환자조사의 연간 4회 분할조사는 조사 련 기 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효율 인 자료 수집과 통계의 시의성  조사응답률 

향상을 하여 자료수집 방법의 환이 필요함. 

－자료수집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조사 비, 에디 , 통계생산 

 보고서 작성 등 그 외의 주요 업무에 시간  부담이 많고 

일부 의료기 은 소 조사하는 불편함이 있음.

－그동안 조사응답률은 90% 이상 이었으나 2008년 89.2%, 

2009년은 78.6% 2010년 84.9% 등 약 10% 포인트 이상 

하락함.

○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4회 분할조사 효과를 분석한 결

과 효과가 매우 미미함.

－ 2009년 ~ 2011년 3년간 분할조사 시 의 환자수 변동이 모든 

연령층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았고 21  질환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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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동은 2-3개 질환에서 유의 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본

으로 환자수가 은 질환군에서 유의성이 나타남(선천기형  

염색체 이상, 질병이환  사망외인, 특수목 코드에서 유의 임)

○ 1회 일 조사 자료수집 시  결정은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월별 질

환별 환자수 분포, 외래환자는 건강보험자료의 요일별 외래환자수 

분포가 참고될 수 있음.

⧠ 의료기  종별 자료수집 항목의 특성화

○ 환자조사는 오랜 기간 조사 방법과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음. 보건

의료 환경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의료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함. 

－ 2012년도 조사는 의과 심의 기존 공통항목 외에 치과, 한방, 

요양병원에 일부 항목을 일부 추가하 으나 더욱 확장되고 특

화된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함.

－의료 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행태를 표 화하고 코드화하는 연

구가 필요함.

⧠ 환자경험 조사표의 개발 

○ 재 의료기 조사 부분은 의료공 자가 제공하는 정보로 의료

소비자의 의식정보가 부족하여 보건의료실태 악에 정보의 비

칭이 발생함.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한 인식과 만족도가 악되

는 조사가 필요함.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부정기 으로 수행되기도 하 으나 

새로운 조사체계의 구축 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의료기 조사 

체계를 활용하고 의료공 자가 제공하는 조사와 연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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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HRQ는 CAHPS(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을 통하여 의료기 의 의

료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조사함.

  나. 퇴원손상심층조사

⧠ 목표 모집단의 확

○ 퇴원손상심층조사 설계 모집단은 100병상 이상 성기 병원으로 

한정되어 국민 체의 퇴원손상환자가 되지 못함. 추정된 환자가 

체 퇴원손상 환자 통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표본 추출에 동일한 표본틀을 사용하고 6∼12개월 빠르게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환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퇴원손상심층조사가 

포 하지 않는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함.

－환자조사 통계결과 에서 미 포 하는 부분에 한 인용 는 

미 포 하는 조사자료를 퇴원손상심층조사에 병합하는 자료셑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음.

⧠ 부가조사 자료량 확

○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환자 외에 심근경색(I21∼I23)과 뇌졸

(I60∼I64) 환자에 한 심층자료를 수집함. 그러나 수집되는 자

료량이 어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므로 수집 자료

량 확 가 필요함.

－수집자료 확 는 표본 의료기 (PSU)과 표본 환자(SSU) 추출

률 증가가 바람직하나 조사비용을 고려할 때 표본 환자(SSU)

수 확 가 효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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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실 퇴원손상환자 자료의 수집

○ 응 실은 퇴원손상환자가 많은 부서로 재 수집되는 퇴원손상 자

료만으로 손상의 특성과 규모 악이 충분하지 못함. 따라서 표본 

의료기  에서 응 실이 있는 기 은 별도 응 실 퇴원손상환자 

조사표 개발이 필요함.

－ 재 응 실 퇴원환자 조사는 20개 의료기 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  분포, 수집 자료의 표성이 부족함.

  

⧠ 손상정보의 표 화 유도

○ 손상은 퇴원환자 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해로 운수사고, 산

업재해, 학교생활, 농립어업 생산활동 에 발생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통계를 생산하는 기 이 다양함. 따라서 손상의 정의와 분류 

한 통일되어 있지 못함.

○ 의료기 조사인 환자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 간에도 손상원인의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타 조사간의 비교와 각 조사

의 제한 을 보완하기 해서는 손상정보에 한 표 인 분류체

계 확립이 필요함.

7. 가구조사의 개선

  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개선

⧠ 표본 이탈에 한 책 마련

○ 한국의료패 조사는 2005년 350개 조사구 약 8,000가구를 표본

으로 설계함. 2012년 상반기까지 총 7회(Wave) 조사가 실시되고 

표본 이탈 가구가 많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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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반기 표본유지율은 2008년 상반기 7,866가구 비 

70.5%로 4년 사이에 29.5%의 원(Original) 표본이 이탈함

－표본 추가 방안으로 매년 이탈 표본수 만큼 새로 추가하는 방

안 는 매년 1/3 만큼 표본을 추가하여 패 가구 당 3년간 

자료를 수집되는 방안이 제시됨(오주환, 2011). 그런데 표본가

구 추가는 조사지역 확인, 요도  가구명부 작성 등 조사 

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단기 주기의 표본 추가와 짧은 

패 은 조사 부담이 증가하고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350개 

조사구 약 8,000 가구를 추출한 후 3년 단 로 175개 조사구

를 교체하는 방안이 실 임.

○ 미국 의료패 조사(MEPS)의 가구조사(HC)는 2년 간 5회(Wave) 

조사한 후 표본을 교체하며 매년 표본의 약 1/2이 추가하여 일정 

규모 표본수를 유지함. 한 국민건강조사(NHIS)의 부차표본(Sub 

Sample)을 MEPS 표본으로 활용함.

⧠ 국민의료비 추계의 심 자료원

○ 한국의료패 조사의 장기목표  하나는 국민의료비 추계 자료원

이 되는 것임. 재 OECD 제출 국민계정  의료비(SHA) 추계

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심 자료원으로 가계직  의료비가 

추계되고 한국의료패 조사는 의료비 기능과 공 자 구성비 산

출에 사용됨.

－한국의료패 조사가 심자료로 활용될 경우 기존 자료와 시계

열  불일치 등에 문제 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 안목에서 

국민의료비 추계의 심 인 자료가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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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조사와 연계한 조사 설계 

○ 국민건강 양조사와 통합 인 조사설계와 정보의 연계가 필요함. 

두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하고 있어 표본틀의 

포 범 , 모집단층화와 추출률 등이 연계성을 갖고 설계되도록 

유도함.

－생산된 통계를 통하여 가구 는 개인 단 의 직 인 연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성, 연령, 경제 상태 등 진단간의 비교에 편향이 

발생하지 않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한국의료패 조사와 국민

건강 양조사와의 조사항목 설계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함.

⧠ 건강보험자료와 연계 방안 마련

○ 한국의료패  구축의 한 목 의 하나로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임.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는 확정  연계와 확률  연계가 있을 수 

있음. 주민번호, 건강보험증 번호를 활용하여 확정  연계가 가능

하나 모든 가구원으로부터 개인 식별번호 수집은 쉽지 않으므로 

확률  연계도 활용되어야 할 것임.

8. 건강보험자료 활용의 개선

⧠ 건강보험 표본자료셑 구축  보

○ 건강보험자료의 근 확 를 하여 표본자료셑 구축하여 보  활

성화가 필요함.

－그동안 건강보험자료는 통계연보 는 개별 인 원시자료 요청

에 한정되어 표성 있는 원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불가능하

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 구축은 이러한 

수요에 일부 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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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표본틀로 추출한 자

료셑으로 질환별 에피소드 통계생산에는 부족함이 있음. 건강

보험 의료이용에 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를 해서는 청구명

세서 표본자료, 개인별 표본자료, 기 별 표본자료셑 구축이 필

요함.

9. 결론 및 시사점 

⧠ 통합 인 통계 생산계획

○ 의료이용통계가 여러 기 에서 개별 인 계획과 설계로 생산 하므

로 유사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고 통계조사들 간에 연계성이 부

족함. 따라서 재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과 승인제도에서 강화된 

개별 통계항목에 한 인증제도로 발 시킬 필요가 있음.

○ 의료이용통계의 문성과 통계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체 인 통계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역할

이 있어야 함.

⧠ 의료기  특성별 통계의 개발

○ 의료이용통계가 의과 심으로 통계가 발 함. 최근 한방 병의료

와 노인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의료행태  의료의 

질에 한 평가가 요시 됨. 의료기  종류별 진료 특성이 악

될 수 있는 조사 항목 개발이 필요함.

⧠ 등록제도의 활성화

○ 재 우리나라에서는 암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최근에는 고 압, 

당뇨에 한 등록 제도를 시범 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다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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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정보 수집을 해서는 의료기 조사 만으로 충분하지 않

음. 세부 이고 활용성 통계 생산을 해서는 등록제도를 활용한 

자료수집이 필요함.

⧠ 의료정보 표 화

○ 다양한 의료이용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WHO,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제시하는 진단  수술분류 외에는 표 화된 코드가 없

는 실정으로 통계자료 수집을 해서는 한방, 요양진료에 한 표

화된 자료수집 지침 개발이 필요함.

⧠ 기본 인 보건통계 담 기 이 필요함 

○ 의료이용통계 발 을 해서는 보건의료통계 반을 기획하고 통

계생산 우선순 를 결정하며, 생산된 통계를 리하고 보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 이 설립이 필요함.

○ 보건의료통계의 반  기획  수요 악, 보건의료통계 원시자료 

 통계결과의 집 리, 보건의료통계의 기   표 의 설정, 

의료이용통계 자료의 심층분석, 의료이용통계의 조정  공표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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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의료이용 수  악은  요시 되고 있다. 

의료이용 통계는 의료기  설립  타당성 평가, 의료 역별 진료량 변

화, 신약개발을 한 시장규모 측, 의료이용 형평성  의료의 질  

수  비교 등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산업 등에 

기 를 제공한다.

신뢰성 있는 의료이용통계 산출을 해서 선진국들은 보건의료통계 

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조사와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질병과 의료이용 측정에 필요한 표 분류 체계를 

제공하여 통계생산 기 과 국가 간 비교를 향상시키고 있다.  

의료이용통계는 여러 방법으로 생산된다.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가구

조사, 의료기 조사, 행정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마다의 특성

과 제한 이 있다. 가구조사는 유병과 연계한 의료이용을 악할 수 있

어 미 치료 의료이용과 의료기  외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조사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 질환명을 정확하게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된다. 의료기 조사

는 정확한 의료이용 질병명 악에 장 이 있으나 개인에 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자료제공자의 부담이 가 된다. 건강보험 제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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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많은 의료이용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 외 

자료가 락되고 진료비 청구가 주된 목  심으로 자료가 제출될 여

지가 있고 개인 변수에 한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동안 의료이용통계는 내용 면에서 의과 심의 통계가 작성되어 의

료기 의 의료서비스 특성이 반 되지 못하는 경향이다. 한방, 치과, 요

양병원은 진료의 특수성에 따른 자료수집이 필요함에도 차별된 자료수집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노인성질환의 증으로 한방  요양의료, 

치과 등의 의료이용 특성 악은 미흡한 이 많다. 

의료이용통계는 신뢰성 제고와 함께 통계생산의 효율성이 필요한 부

분이 있으나 체 인 통계생산 기획과 각 부문 간의 조화가 부족하며 

의료정보화로 환자진료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 인 통계생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 많은 의료이용 자

료를 제공하는 의료기 은 유사한 종류의 자료를 제공하는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의 의료기  상 주요 조사는 수집되는 변수의 확 와 

다양성이 필요하며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 을 상

으로 하고 있어 통계의 포 성과 표성이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통계 담기 이 설립되어 체계 인 자료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으로 자료가 수집되기 하여 통계생산

에 최소자료셑(minimum data set)을 정의하여 의료기 으로부터 직  

량의 자료를 제공받거나 다양한 조사시스템을 통한 자료수집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개별 인 통계생산은 통계생산 자원의 비효율 인 사용과 통계 이용

에 제한 이 있으므로 각 자료수집체계 간에 장단 을 분석하여 효용성 

높은 의료이용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생산 비용

과 응답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새로운 의료이용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이 필요하며 통계의 활용과 보 에도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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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내용

  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의료이용통계 수요에 부합하고 효율 인 통계생산

이 되도록 기존의 의료이용 통계생산 활동을 분석하여 개선 을 도출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나. 연구내용

 

⧠ 국내 의료이용통계 생산기반  황

○ 자료수집 목   방법, 표본설계, 조사항목, 통계 기   결과의 

비교 분석

○ 각 자료 간의 장단  비교 분석

⧠ 외국의 의료이용통계 생산활동 분석

○ 미국, 캐나다, 호주의 보건의료이용 통계생산 활동 분석

○ 의료이용통계 생산방법  자료수집체계 검토

⧠ 주요 의료이용 통계 자료의 비교 분석

○ 주요 의료기 조사의 통계결과 비교분석

○ 의료기 조사와 건강보험자료와의 분석

○ 각 자료간의 장   제한  악

⧠ 각 조사별 발 을 한 개선  제시

○ 신뢰성 있고 효율 인 자료수집 연계방안 제시

○ 신규 통계생산을 한 자료수집 방안제시

○ 의료이용통계의 품질향상  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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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이용 통계의 범위 및 정의

개인 는 집단은 질병 치료와 방을 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부분은 의료기 에서 이루어진다. 서비스 상자의 특수

한 여건으로 가정 는 사업장에서 의료서비스가 일부 행해지고 있으나 

일반 으로 의료기 은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 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으로 분류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

료소는 보건기 으로 의료기 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건기 에서도 의료서

비스가 행해지므로 의료기   보건기 에서 행해지는 질병 치료  

방활동으로 주요 내용은 질환에 한 상담  치료, 수술, 방 종, 검

진, 이식 등이 의료서비스에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이용 자료는 많은 부

분 의료기 에서 수집되고 수집 방법은 표본조사, 보고 는 의료제도에 

의하여 축 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이용통계 자료원은 조사자

료 는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각 자료의 장 과 효율성을 살리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조사 자료는 수집항목에 유연성이 있어 정책 으로 

필요한 변수(사항)를 신속하게 수집 가능하고 행정자료 활용은 자료 수집 

비용이 게 드는 장 이 있으나 유연성이 부족하여 수집 정보의 확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 조사  자료수집 시스템에 

한 비교와 장단 을 분석하여 통계생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이용 련 통계조사 간에도 조사목 , 상 집단, 측정 방법이 상

이하여 조사 간에 통일성이 필요하고 의료정보의 표 화는 자료수집 시

스템에서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승인 의료이용 련 통계 조사는 약 10종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 조사로는 환자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의료실태조사

가 있고 가구조사로는 국민건강 양조사와 한국의료패 조사 항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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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방법
작성 

주기
담당부서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통계 매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통계 매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통계 매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통계 매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연구팀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가공통계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매년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매년 의료자원정책과

환자조사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조사통계 매년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한국의료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 조사통계 매년
보건의료정책실

의료패널팀

〈표 1-1〉국가승인 의료이용통계조사

서 의료이용 련 항목이 조사된다. 건강보험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

보험통계,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지역별의료이용통계가 발간되고 여러 

의료이용 통계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료비추계  국민보건계정 

통계가 생산된다(표 1-1 참조). 

자료: 2010 국가승인통계현황, 통계청, 2010.

OECD보건통계  의료이용통계는 체 통계항목에서 362개 항목이

며 요한 통계로 퇴원율과 퇴원환자 재원일수, 수술률 통계가 요한 

항목이다. 퇴원율은 일정 기간에 의료기 에 입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기간 의료기 에 퇴원한 환자수를 인구수로 나 어 지표화하

여 나타내며 평균재원일수는 입원한 환자의 총 의료기  입원일수를 환

자수로 나 어 평균재원일수가 계산된다. 국가마다 자료수집 환경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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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료기관 자료의 질병 에피소드 

이하여 당일 입퇴원환자, 건강한 신생아는 퇴원환자수에 포함하기도 한

다. 그러나 각 국가는 통계생산 자료원과 자료수집환경 차이로 국가마다 

통일된 기 으로 통계가 제출되고 있지 않다. 일부 국가는 성기 병원 

심으로 퇴원환자 통계를 제출되는가 하면 일부 국가는 요양병원을 포

함한 체 의료기 을 상으로 퇴원환자 통계가 제출되어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통계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의료이용통계 자료는 부분 의료기 에서 수집되는데 여기서 환자는 

진료에피소드(episode) 개념으로 어떤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거기간 

동안 2회 입원하여 퇴원한 경우 2건의 진료로 처리된다. 

자료: HES FOR PHYSICIANS; A guide to the use of information derived from Hospital Episode Statistics.
     Royal College of Physicians‧Unit of Health-Care Epidemiology, 2006

거기간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연

간 진료 받은 환자 정보가 모두 산화되어 있는 경우 1년을 거기간

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구조사의 경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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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의 한계로 거기간은 보통 2주로 하여 의료이용 는 이환조사

를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각종 보건통계 

제출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 에서 의료이용통계의 많은 부분을 환자

조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OECD 보건통계 항목  퇴원환자 퇴원

율(149개 항목), 퇴원환자 재원일수(149개 항목) 통계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1-2 참조). 

OECD 보건통계의 퇴원율 통계는 각 국가마다 자료수집 방법  작

성 기 이 완 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간의 비교에 제한 이 

많고 진단범주별 퇴원율은 국제표 질병분류 제10 (ICD-10)에 의한 주

진단(principal diagnosis)을 분류하고 진단범주는 국제간이병원질환표

(ISHMT; International Short list for Hospital Morbidity Tabulation)

에 의하여 집계한다. 

분류명 항목수 생산 제출률(%)  통계작성 자료원 

계 362 338 93.4

예방접종  4 4 1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검진 4 4 100.0 암 검진조사, 건강보험자료

진단상의 검진 6 6 100.0 건강보험자료

외래진료활동 2 2 0.0 환자조사, 건강보험자료

입원시설 3 2 93.6 환자조사, 건강보험자료

입원 및 급성질환 평균재원기간 2 2 0.0 보건복지통계연보

진단범주별 평균재원기간 149 149 100.0 환자조사

진단범주별 퇴원율 149 149 100.0 환자조사

외과수술 3 0 0.0 환자조사, 건강보험자료

ICD-CM별 외과수술 32 12 0.0 건강보험자료

이식 8 8 0.0 장기이식통계

〈표 1-2〉2011년 OECD 의료이용통계 제출현황

자료: 2011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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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구항목명 (지표명)
산출 

여부

제출 

여부

정기수집지표 

(암진료)

유방암 5년 관찰생존율 O O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 O O

자궁경부암 5년 관찰생존율 O O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 O O

대장암 5년 관찰생존율 O O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 O O

정기수집지표 천식사망률(5~39세) O O

정기수집지표 

(급성기진료)

급성심근경색환자 단위 30일 사망률

(in-hospital and out of hospital) O O

급성심근경색환자 단위 원내 30일 사망률 (any hospital) O O
급성심근경색환자 단위 원내 30일 사망률

(same hospital) O O

급성심근경색 입원단위 원내 사망률 O O
출혈성 뇌졸중환자 단위 30일 사망률

(in-hospital and out of hospital) O O

출혈성 뇌졸중환자 단위 원내 30일 사망률 (any hospital) O O
출혈성 뇌졸중환자 단위 원내 30일 사망률

(same hospital) O O

출혈성 뇌졸중 입원단위 원내 사망률 O O
허혈성 뇌졸중환자 단위 30일 사망률

(in-hospital and out of hospital) O O

허혈성 뇌졸중환자 단위 원내 30일 사망률 

(any hospital) O O

〈표 1-3〉OECD 의료의 질 지표 요구현황 및 제출 현황

OECD는 최근 각국의 제출하는 통계지표 만으로 의료의 질을 악하

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의료이용 질 지표를 개발하여 각국 간의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재 OECD가 개발한 의료 질 

지표는 62개 항목이며 우리나라가 제출한 지표는 50개의 지표를 제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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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구항목명 (지표명)
산출 

여부

제출 

여부
허혈성 뇌졸중환자 단위 원내 30일 사망률

(same hospital) O O

허혈성 뇌졸중 입원단위 원내 사망률 O O

고관절 골절 수술의 원내 대기시간 (65세 이상) O X

정기수집지표 당뇨환자의 연간 망막검사율 O O
정기수집지표 

(time series)
상기 모든 정기수집지표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 자료 (21개 항목) O O

건강증진, 
예방, 

일차의료 지표

천식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만성폐쇄성질환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울혈성심부전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시술이 없는 협심증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당뇨 단기 합병증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당뇨 장기 합병증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조절되지 않은 당뇨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당뇨 하지절단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고혈압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O O

정신보건

정신분열증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any hospital) O X

정신분열증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same hospital) O X

양극성정동장애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any hospital) O X

양극성정동장애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same hospital) O X

환자안전

시술 중 이물질 잔존 O X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 O X

수술 후 폐색전증 혹은 심부정맥혈전증 O X

수술 후 패혈증 O X

우발적 천자 및 열상 O X

기구 사용 질식 분만의 산과적 손상 O X

가구 사용하지 않은 질식 분만의 산과적 손상 O X

계: 62개 항목 62개 50개

자료: 2011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의료이용통계는 상병의 정확성, 통계생산의 시의성, 국민을 커버하

는 자료수집 체계가 필요하다. 한 재 OECD에서 요구 의료이용통계 

에서 아직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술  의료비 등에 한 통계

가 생산될 수 있는 자료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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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통계생산 활동 및 현황

  가. 의료기관조사

1) 환자조사

환자조사는 의료기 의 주요 의료인력  의료자원, 의료이용 환자

의 성, 연령, 질병명, 거주지, 의료비지불방법, 치료결과, 입원기간 등을 

악하는 조사이다(표 2-1 참조). 환자조사는 1953년에 시작하여 1988

년 까지는 부정기 인 조사 으나 1988년 이후는 2∼3년 주기로 표본

조사로 수행되었고 2008년 이후는 매년조사 방식으로 환하 다. 조

사방법은 web 조사방식으로 환자조사 리시스템(ps.mw.go.kr)에 속

하여 의료기 의 장 는 의료기 의 종사자(의무기록실장 등)가 직  

작성하며 조사내용은 크게 기 조사, 외래환자조사, 퇴원환자조사로 나

어진다. 

환자조사는 2005년 까지는 연간 1회 조사 방식이었다. 질환의 계 변

동을 반 하고자 2009년은 이후는 체 조사 상을 4등분하여 1월, 5월, 

7월, 11월로 분할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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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종류 조 사 항 목

기관조사

기관소재지,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설립구분, 가동병상수(일반, 
신생아, 중환자, 응급실), 주요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기, 방사선치료장비, 보육기, 체외충격파쇄석기, 
혈액투석기, 유방촬영기, 치과유니트), 병‧의원종사자수(종별‧성별), 
위탁업체 소속 종사자수, 당일 재원환자수 

외래환자조사
성별, 연령, 환자거주지(시군구), 질병명, 질병분류번호, 상해원인번호, 
수술명, 수술분류번호, 원내주사여부, 투약처방방법, 진료비지불방법

퇴원환자조사

성별, 연령, 환자거주지(시군구), 진료과, 주질병명, 주질병분류번호, 
주질병 상해원인번호, 부질병명, 부질병 분류번호, 수술명, 
수술분류번호, 입원연월일, 퇴원연월일,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 진료비지불방법

〈표 2-1〉환자조사 조사항목 구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2010. 

환자조사 표본설계는 건강보험요양기  DB를 표본틀로 하며 병원  

의료기 은 수조사, 의원 은 표본 조사한다. 그러나 조사 리에 

요한 보건소는 수조사 상에 포함된다. 환자조사를 통한 주된 통계는 

의료기 의 의료인력, 주요 장비, 환자수, 환자의 질병명, 치료결과, 환자

의 재원일수, 지역별 외래  퇴원환자수 등의 통계를 생산한다(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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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  계  명

인력 및 장비
- 의료기관종류별 의료기관종사자수

- 의료기관종류별 주요 의료장비

- 지역별 의료기관종사자수

외래환자

- 성‧연령계층별 외래환자수

- 진료비지불방법별 외래환자수

- 상병분류별 외래환자수

- 지역별 외래환자수

- 성‧연령계층별 외래환자 수진율

- 의료기관종류‧성‧연령계층별 외래환자수진율  

퇴원환자

- 상병분류‧성‧연령계층별 퇴원환자수

- 상병분류‧성‧연령계층별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

- 의료기관종류‧진료비지불방법별 퇴원환자수

- 지역별 퇴원환자수

- 상병분류‧지역별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

〈표 2-2〉환자조사 주요통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환자조사보고서, 2012.

환자조사의 특징은 건강보험 환자 외에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자비

부담 환자가 조사되어 조사 상 포  범 가 넓고 오랜 연  동안 조사

항목에 큰 변화가 없어 시계열 인 의료이용 추이 분석에 많은 장 이 

있다. 환자조사 결과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기 정보를 제공하고 

OECD 등 국제기구에 의료이용 부문 통계제출 자료원으로 활용되며 민

간부문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신약개발, 기타 학술연구에 자료 활용이 

활발하다. 

환자조사는 의료기 별로 특정일을 정하여 외래환자는 1일, 1달간 퇴

원환자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되는 자료량은 외래환자는 60만건, 퇴원환

자는 70만건의 자료가 수집되고 있어 성, 연령, 질병 분류, 시도별 통

계에 큰 오차가 없이 생산된다. 그러나 희귀성 질환의 통계는 오차가 클 

수 있고  진료비용에 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서 질병별 진료비 통계

생산이 불가능한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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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손상심층조사

질병 리본부는 근거 기반의 특정 질환, 만성질환  손상 방정책 

기획  평가, 지속 이고 체계 인 감시체계 구축을 목 으로 보건통계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질병 리본부는 의료기  퇴

원환자에 한 국가 단 의 표성 있는 보건의료통계의 지속 인 생산

과 주요 만성질환 퇴원환자  손상퇴원환자의 시계열  추이를 악하

고 보건 련 정책개발  평가에 필요한 기 자료 생산과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 생산을 목 으로 2005년부터 의료기 을 상으로 퇴

원손상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질병 리본부, 2008).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 성기 일반병원을 상으로 하는 

조사로 종합병원, 병원, 일반병원, 보건의료원이 포함되며 단과병원, 요

양병원, 노인 문병원, 보훈병원, 국군병원, 재활병원은 조사에서 제외

된다. 표본추출은 시도별, 병원 규모별로 국에서 170개 표본병원을 

선정하여 조사  연도 1년간 퇴원환자 기록에서 표본자료를 수집한다

(표 2-3 참조). 

표본자료 수집은 퇴원요약정보(Discharge Abstract)가 산화된 의료

기 은 연간퇴원환자의 9%를 계통출하며 비 산화 의료기 은 병상 규

모에 따라 200병상 미만 의료기 은 연간 300명, 200∼299병상 의료기

은 연간 420명, 300병상 이상 의료기 은 연간 540명의 표본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약 20만명(2009년)의 자료를 수집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의한 의료이용 통계는 조사가 포 하는 범 가 

작아서 국가 체의 의료이용 실태 악에 한계가 있고 특정 만성질환

과 손상에 을 두고 있다(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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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명

- 병상규모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진료비지불원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입원경로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치료결과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퇴원후향방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비의도성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의도성 자해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폭행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표 2-4〉퇴원손상심층조사 주요통계

구  분 조  사  항  목

기관현황

-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 병상수

- 전년도 퇴원환자수

- 여성(25~34세) 퇴원환자수

퇴원환자

- 성별, 연령, 출생일, 주소

- 진료비지불방법

- 입원일, 퇴원일

- 입원경로

- 질병명(주진단, 부진단), 상해원인

- 수술(주수술 및 시행일, 부수술 및 처치코드)
- 치료결과, 퇴원후향방, 선행사인

<추가 조사>

<손상환자>
- 손상의 의도성, 손상발생장소

- 손상시 활동, 손상기전, 손상발생일

- 손상유형별 정보(운수사고유형, 자살동기, 중독 물질)

<심근경색환자 >
- 병원도착시간, 과거력, 위험요인, 증상 및 발현시간, 효소측정치, 

심전도소견

<뇌졸증환자>
- 병원도착시간, 과거력, 위험요인, 증상 및 발현시간, 두부영상소견, 

재활치료, 퇴원 후 도착장소

〈표 2-3〉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항목

자료: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지침서, 질병관리본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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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명

- 운수사고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추락 및 낙상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중독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어린이 및 청소년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비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질병분류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수술분류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자료: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지침서, 질병관리본부, 2008

3)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한 인력·시설  물자 등에 한 조사로 보건의료수요  이용 행태, 보

건의료자원의 공 실태에 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  보건의료자원의 수 정화와 공  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한 기 자료 생산을 목 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의료기  이용

자의 의료이용 상세내역을 분석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를 조사하는 

보건의료이용조사와 보건의료기 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한 황조

사인 보건의료자원조사로 나 어진다. 

보건의료자원조사는 Web 방식에 의한 수조사로 이루어지며 보건의

료이용조사는 실제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건강보험진료비청

구 자료에서 약 2%를 계통추출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주요 통계는 

의료이용 총 환자수  입원일수(방문횟수), 총 진료비(의료 여비), 지

역별·연령별·보험료수 별·진료과목별·상병별·의료이용 상세 황, 자기지

역 보건의료기  이용 황 등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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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구조사

1)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의료패널조사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 

 양 상태를 악하고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산출하기 해 실시하는 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

민이 건강  양 상태에 한 황  추이를 악하여 정책  우선

순 를 두어야 할 건강취약집단을 선별하고, 보건 정책과 사업이 효과

으로 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산출한다. 한 세계

보건기구(WHO)와 경제 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요청하는 흡연, 음

주, 신체활동, 비만 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매년 192개 지역의 20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

하여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조사한다. 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1∼11세), 청소년(12∼18세), 성인(19세 이상)으로 나

어 각기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을 용한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양조사로 구성되며 총 

590여개 항목의 많은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의

료이용 부문은 건강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료패 조사는 국민 

개개인  가구단  의료비 규모와 의료비의 재원과 의료서비스 이용자

의 의료이용행태를 악하는 조사로 장기 으로는 국민의료비 산출과 변

화 양상 악을 목 으로 하는 조사이다. 한국의료패 조사는 국 350

개 조사구에서 약 8000가구를 조사 상가구로 설계하 다. 

외래와 입원이용에 하여 의료이용 목 , 질환명, 방문횟수, 치료일

수, 소요시간(재원기간), 진료비 지불형태, 본인부담 지출비용, 친 도, 

만족도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주민면 조사는 의료이용 빈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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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 간 의료비(교통비 등) 등에 한 정

보도 수집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기억과 단에 의존하는 조사이므

로 세부 이거나 희귀상병에 한 응답오차는 클 수밖에 없다. 세부상병

에 한 통계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보다 큰 표본을 필요로 한다.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작성기관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 파악

-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정책목표 수

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등 보건정책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공

- 보건의료이용과 비용지출 수준 추정

-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약품 지출, 
민간보험관련 통계생산

표본수 약 11,520가구(572개 조사구) 약 8,000가구

조사주기 1년 년 2회

의료이용 

조사사항

-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

진 여부 및 이유

- 최근 2주간 외래이용 여부 및 횟수

- 외래의료이용(의료기관소재지, 의료기

관종류, 이용이유, 질병명, 지원받은 보

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반족도)
- 1년간 입원이용 여부 및 횟수

- 입원의료이용(의료기관소재지, 의료기

관종류, 이용이유, 질병명, 입원기간,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만족도)

- 최근 2주간 약국이용 여부 및 횟수,  
구매 약품종류

- 일반의약(외)품 월평균 구매액

- 보건의료제품의 월평균 구매액

- 만성질환 및 관리

-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복용행태

- 3개월 이상 의약품 복용

- 의료이용(방문이유 및 방문시기, 방

문기관 유형, 방문목적 및 진단명, 
치료 또는 검사 내용, 이용량, 예방 

및 검진, 본인부담, 간병비용, 이동

시간 및 비용)
- 건강모험이외의 의료비재원(민간의료

보험, 친구 또는 친인척의 도움, 종

교단체 등의 도움)
- 임신‧출산(정기검진의 규칙성,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신생아 몸무게, 산

후조리원 비용)
- 민간의료보험(가입 및 지출 규모, 보

장범위 및 수령규모, 가입 또는 해

약 사유, 가입거부 사유 등)

〈표 2-5〉가구조사의 의료이용 통계항목 

자료: 2010 국가승인통계현황,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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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자료

1)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진료비청구 자료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자비 등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 정보가 락되어 있다.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은 건강보험청

구 상병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는 손상환자가 

많고 치과, 한방, 병의원의 특정 진료과 에는 자비환자가 많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행 별 수가체계로 운 되므로 의료이용 상

병명이 보험 수가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어 환자의 실제 상병과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 수가 변화에 따라 의료이용 상병이 변화할 수 

있다. 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청구되므로 상

병명이 환자의 최종  진단이 되지 못하고, 의무기록의 퇴원상병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료는 다양한 의료이용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하다. 제도운 에 필요한 정보 주로 수집되므로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

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임상상태, 주요 수술  처치, 진료환자

의 사망 여부, 환자 거주지, 치료결과 등에 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량의 환자진료정보가 축 되고 그동안 자료

의 통계생산을 한 활용에 미진하 으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표본자료(HIRA-NPS)를 구축하고 외부에 제공하여 자료의 근이 

어려운 연구기  는 국민에게 자료 활용의 근성을 확 시키고 있다

(표 2-6, 2-7, 2-8 참조).

환자표본자료는 성별, 연령(5세 단 )별 층화계통추출한 자료로 1년간

의 모든 진료내역과 처방내역이 포함되며 입원환자 약 70만명, 외래환자 

약 4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2∙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일반 사항 수진자 대체키, 가입자 번호, 사업장 번호, 요양기관 분류코드

세부 사항
상병, 수술여부, 진료과목, 요양개시일, 입원일수, 외래방문일수, 
처방전수, 처방일수, 초진 및 재진 회수, 진료결과,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등

진료세부내역
진료비 항목별 내역(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별로 세분화하여 기재)
처방조제 상세내역(개별 약품별 처방 및 조제내역)

〈표 2-6〉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정보

일반 현황
개설자의 인적사항, 주소, 설립형태, 응급의료기관, 개방병원 등 

운영현황 및 개설진료과목 등

병상 현황
입원실, 특수진료실(집중치료실, 수술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무균치료실, 격리병상 등 12종류), 낮병동 등

의료인력 

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등 24분류

의료장비 

현황

CT, MRI, PET 등 반사선 진단 및 치료, 검사, 이학요법, 수술 및 

처치, 한방장비 등 167종

자료 : 환자표본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표 2-7〉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

자료 : 환자표본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청구대상
의료기관, 약국에서 환자에게 진료‧조제한 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작성한 진료내역이 기재된 청구단위

청구매체 EDI, 전산매체(디스켓, CD) 및 서면으로 청구

대상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국비환자 진료비

청구단위 

명세서의 

진료기간

입원: 입원~퇴원 단위 또는 월 단위 분리청구

외래: 월간 진료내역 통합 청구(의원급은 방문일자별로 구분청구)
약국: 처방전(내원일)별 구분청구(2005년 이후)

청구항목 

‘09.12월)
진료행위: 51,369항목, 의약품: 15,030품목, 치료재료: 12,836품목

〈표 2-8〉요양급여 청구방법

자료 : 환자표본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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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실태보고

의료이용통계 자료는 행정보고를 통해서도 수집된다. 의료기 실태보

고는 시군구 보건소가 할 의료기 으로부터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여 

보건복지부에 달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로 보고된다. 의료기 실태보고 항목에는 의료기 의 병상수, 의료인력, 

연간 진료환자수  총 재원일수 등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환자 황에 

한 자료를 보건소 단 에서 수집한다(표 2-9 참조). 

구  분 항  목

기관현황
의료기관종류(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 설립구분(국립, 공립, 
법인, 개인), 기관소재지(시‧군‧구, 주소)

환자현황

병실종류(일반, 전염병, 결핵, 정신)별 병상수, 입원환자수, 현재 

입원환자수, 년중 입원환자 실인원, 년중 퇴원환자실인원, 년말 

입원환자수, 년중 외래환자 실인원수, 년중 외래환자 연인원수   

의료인력현황

의사(상근, 비상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약사

〈표 2-9〉의료기관실태보고 항목

자료: 통계목록 및 서식집, 보건복지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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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의료이용통계 생산활동 및 방법

  가. 미국 

미국의 의료이용통계 주요 기 은 국가보건통계센터(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와 보건의료연구소(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를 들 수 있다. NCHS는 질병 리센

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산하 기 으로 

1960년 인구동태통계사무소(National Office of Vital Statistics)와 국

가보건조사국(National Health Survey)이 합병하여 설립되었고 공 보

건법령(Public Health Service Act) 304, 306, 308호에 규정된 법 인 

권한을 갖는다. 이 법령에 의하여 NCHS는 보건의료에 한 다양한 자

료수집, 분석, 보  권한을 가지며 주 는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조사에 

한 평가와 연구수행에 기술 인 지원을 한다. 

NCHS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정책입안자, 의료연구자, 

보건 분야 종사자 등 여러 통계 수요자를 하여 출생  사망기록, 가

구면 조사, 의료기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상태, 인구학 인 변화, 

의료이용 경향, 건강 험요인, 의료와 사회·경제  변화, 새로운 질병, 

보건의료 달체계 변화 등 매우 넓은 역의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NCHS의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자료 수집 활동 에서 의료이용통계

와 한 계가 있는 조사는 보건의료조사(National Health Care 

Surveys)이다. 보건의료조사는 보건의료기 을 상으로 보건정책 입안

자, 문가  연구자들의 주요 심에 답을 제공하고자 설계된 조사 

로그램이다. 외래환자, 입원환자, 장기요양환자에 하여 의료이용 자료

를 수집한다. 

NCHS가 수행하는 외래환자조사는 외래이용조사(NAMCS), 외래수술



제2장 의료이용통계 생산현황∙45

조사(NSAS), 병원외래이용조사(NHAMCS)가 있고 입원환자조사로는 

병원퇴원환자조사(NHDS)가 있다. 장기요양환자에 한 조사로 가정간

호  호스피스조사(NHHCS), 싱홈조사(NNHS), 주거요양시설조사

(NSRCFS)가 있다(표 2-10 참조).

구 분 조사명 자료수집대상 주요 수집변수

외래환자

외래이용조사(NAMCS)
의원 및 

지역보건센터 

환자

외래로 의사를 방문하는 환

자의 특성, 진단명, 환자 

관리, 치료 계획 등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조사 

(NHAMCS)

병원응급실 및 

외래

진료환자

병원응급실과 외래진료환자

의 진료정보 

외래수술조사(NSAS)
병원 및 

프리스탠딩

시설의 수술환자

환자의 성, 연령, 환자의 

특성, 수술이 행해진 지역, 
진단명, 외과수술, 진단 및 

처치에 관한 정보가 수집

입원환자 병원퇴원조사(NHDS) 병원 입원 및 

퇴원환자 

퇴원환자의 진단명, 외과수

술 및 처치, 재원일수, 환자

의 특성 및 치료비 출처 등

장기요양

환자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진료소조사

(NHHCS)

가정 및 

호스피스기

관의 현재 및 

퇴원환자

기관특성, 환자수, 환자의 

상태, 퇴원환자수

너싱홈조사(NNHS)
너싱홈 시설의 

퇴원

환자 및 보조자 

너싱홈 이용자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상태, 제공받는 

서비스

주거요양시설조사 

(NSRCFS)

거주지 

진료시설과  

입소자

시설특성, 이용자의 인구사

회적 특성, 건강상태, 활동

기능상태, 제공서비스

〈표 2-10〉미국 NCHS의 의료이용조사 

자료: www.cdc.gov

    



46∙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1) 외래환자조사

  가) 외래이용조사(NAMCS;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외래이용조사(NAMCS;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는 의원  지역 보건센타에서 외래의료이용 자료 수집을 목

으로 설계된 조사이다. 1973년에 시작하여 1989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다단계 확률추출로 의료기 (의사)을 선정하고 표본 환자는 계

통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고용하지 않은 의사  

의료진으로 마취, 병리학, 방사선과 의사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의사  

의료진은 훈련된 조사 면 원에게 교육을 받고 1주간 조사기간을 부여

받으며 이 기간 동안 계통확률로 추출된 외래환자에 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조사 내용은 환자의 특성, 증상, 진단  처방 약, 환자 리 

 추후 치료 계획 정보가 포함된다. 조사를 통하여 외래 의료서비스  

약제사용에 한 국가  추정치와 증가 요인을 얻는데 활용한다.

  나) 병원외래환자조사(NHAMCS; 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병원외래환자조사는 병원 응 실, 외래  외래 수술 센터에서 의료 

서비스 받은 환자 정보를 수집하며 미연방 재향군인병원은 제외된다. 표

본은 네 단계 확률표본으로 설계되며 첫 단계는 지역을 샘 링하고, 두 

번째는 추출된 지역 내 병원들을 추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진료과

(clinic)를 선택하고 최종 으로 진료과 방문 환자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환자 표본 추출과 조사표 작성을 하여 특별히 훈련된 조사 지도원으

로 부터 조사 차  수행방법에 하여 교육을 받는다. 조사표(Patient 

Record form)는 응 실, 외래부서 그리고 외래 수술실로 나 어진다. 



제2장 의료이용통계 생산현황∙47

수집되는 정보는 환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진료비 지불원, 합병증, 

진단명, 진단  스크리닝 서비스, 처치, 의약품 처치, 치료자에 한 견

해, 손상 원인(응 실  외래 수술 센터만 해당) 등을 포함한다.

  다) 외래수술조사(NSAS; National Survey of Ambulatory Surgery)

NSAS는 외래로 시행된 외과 , 비 외과  수술에 한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한다. 연방, 군, 재향군인병원을 제외한 50개 주와 콜롬비아 자

치구의 6병상 이상 병원을 상으로 수술환자의 성·연령·인종 등의 인구

통계학  특성, 진료비 지불원, 수술일, 수술시간, 마취 형태, 수술이 행

해진 지역, 진단명, 수술명, 처치에 한 정보가 수집된다. 표본추출은 3

단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일차 으로 의료기 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

기  내에서 계통추출로 약 52,000건의 외과수술 자료를 수집한다. 

2) 입원환자조사

  가) 병원퇴원조사(NHDS;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NHDS는 단기 요양 병원에서 퇴원환자 정보 수집을 목 으로 하는 

조사로서 약 500개의 표본 병원에서 약 270,000명의 입원 기록을 수집

한다. 2008～2010년 조사는 퇴원환자 평균 재원일수가 30일 미만 병원

만을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표본 크기가 239개 병원으로 감소하 다. 

재향군인병원, 부속병원, 6병상 미만 병원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조사를 

통하여 의료기  규모, 치, 소유형태, 환자의 진단명, 외과수술  처

치, 재원일수, 치료비 출처 등이 수집된다. 

데이터 수집은 2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하나는 의료진 는 미국 

인구 조사국(U.S. Bureau of the Census)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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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록(abstract form)에서 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인데 환자의 성, 연

령, 인종, 결혼 여부, 진료비 지불원과 같은 환자의 개인 인 특성  

입·퇴원 일자, 퇴원 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산화된 퇴원환자 의료기

록을 NCHS가 주 정부 데이터 시스템, 병원  병원 회로부터 구입하

여 표본을 추출한다. 

  나) 병원의료이용조사 NHCS(National Hospital Care Survey)

NHCS는 2011년부터 시행된 조사로 입원부서(inpatient department), 

응 실  외래, 병원 외래 수술실(hospital-based ambulatory surgery 

location), 독립형 외래 수술 센터와 같은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 

달 패턴을 악하고자 설계한 조사 로그램이다. 자료는 

NHDS(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와 NHAMCS(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데이타를 통합하여 병원, 

환자  진료서비스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의료 서비스 국가

 추정치 산출하고 보건의료에 한 정책결정, 보건의료조직에 향을 

미치는 요인  최신 동향과 의료기 과 의료서비스 달체계 연구 지

원에 이용된다. 2013년부터는 독립형 외래수술센터(freestanding ASCs)

를 포함하여 응 부서(EDs), 외래 부서(OPDs), 그리고 외래수술센터

(ASCs) 자료도 수집될 계획이다. 

3) 장기요양환자조사

  가) 싱홈조사(NNHS; National Nursing Home Survey)

NNHS는 싱홈 시설과 직원, 싱홈 이용자에 한 조사로 최소 3

개 이상 병상을 갖고 메디 이드나 메디 어의 승인 는 주 정부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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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은 곳을 상으로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면  시스템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system)을 활용하고 간호보

조인력조사 (NNAS; National Nursing Assistant Survey)가 병행된다.

NNHS 조사는 서비스 제공자와 시설이용자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한

다. 시설조사는 시설의 크기, 소유형태, 메디 이드 는 메디 어 승인, 

제공되는 서비스  문 로그램, 비용 등을 조사하며 시설이용자에 

해서는 이용자의 인구학  특성, 건강상태, 제공된 약제  서비스, 진

료비 지불원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가정간호  호스피스진료조사(NHHCS)

NHHCS(National Home and Hospice Care Survey)는 미국의 가정

간호 단체와 호스피스 서비스에 한 평가를 목 으로 하는 조사로 기

의 직원과 호스피스와의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컴퓨터를 이

용한 개인 면  시스템(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system)을 활용하며 기  조사는 기  설립 날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문 로그램, 고용된 직원들에 한 정보를 포함하며,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는 환자에 한 정보로는 성, 연령, 인종  민족, 제공받은 

서비스, 재원일수, 진단명, 처방받은 약제 정보 등이다. 

  다) 주거요양시설조사(NSRCF; National Survey of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SRCF는 주거 요양기 (residential care provider)에 한 조사로 

허가/등록/인증된 주거 요양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주거 의료

시설, 노인 보호시설, 가정간호 기  등이 조사에 포함된다. 주거 요양기

은 목욕  옷 입히기 같은 개인 리 지원, 건강 련 서비스  식사 

제공, 종일 환자 리 수행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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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료명

전국
(Nation
wide)

- 입원환자표본(NIS; Nationwide Inpatient Sample )
- 소아 입원환자DB (KID; Kids' Inpatient Database)
- 응급실환자표본(NEDS; Nationwide Emergency Department Sample)

주 
(State)

- 주 입원환자DB(SID; State Inpatient Databases)
- 주 외래수술DB(SASD; State Amulatory Surgery Database)
- 주 응급실환자DB(SEDD; State Emergency Department Databases)

〈표 2-11〉미국 HCUP의 의료이용 수집 자료 

NSRCF 조사는 요양시설 리자, 간병인(caregiver), 직원과의 면 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되며, 이용자에 한 정보 수집을 해서 3～6명의(시

설 크기에 기반) 이용자를 무작  추출하여 조사한다. NSRCF의 정보는 

정책 입안자, 보건 기획가, 의료 제공자가 노인인구의 장기요양서비스 욕

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4) AHRQ의 HCUP

보건의료연구소(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는 미국 국민의 보건의료의 질, 안 ,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설립된 보건성 산하 기 이다. AHRQ가 운 하는 HCUP(Health Care 

and Utilization Project)은 연방-주-산업체가 제휴하여 환자 단 의 보

건의료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이다. 주 행정 데이터, 병원 회, 민간 기

  연방 정부 데이터를 통합하는 자료수집을 통하여 진료 서비스의 

비용과 질, 진료 패턴, 치료 결과, 그리고 범 한 보건의료 연구를 지

원한다. 따라서 HCUP은 보건의료 자료 구축을 통한 행정자료 활용을 

진하고 자료의 품질 향상에 련기  간의 력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의사결정과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한 목 을 가지며 HCUP을 국

(Nationwide)과 주(State) 단 에서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 실환자 자

료를 수집한다(표 2-11 참조). 

자료: www.hcup-us.ahrq.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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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입원환자 표본(NIS;Nationwide Inpatient Sample)은 국 입원

환자에 한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체 병원의 약 20%(2010년 1,051

개소)를 표본병원으로 선정하여 연간 8백만 건의 퇴원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내용은 입원환자의 주진단  부진단, 주수술  부수술, 입원  

퇴원 상태, 환자의 인구학  특성(성, 연령, 인종, 환자거주지 소득), 

진료비 지불원, 총 진료비, 재원일수, 병원 특성(소유 태, 규모, 수련병

원 여부) 등 100여개 항목의 자료를 수집한다. HCUP 자료에는 의료비 

항목이 수집되고 있어 병원의 서비스 비용, 의료비 상승, 병원 재정 등

의 분석에 자료로 활용하며 보건의료 정책에 기  자료로 활용된다. 

소아 입원환자 데이타베이스(KID; Kids' Inpatient Database)는 특별

히 연구자들이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한 범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하여 설계되었다. 환자, 의사, 병원의 정보는 보호되

며 퇴원요약 상의 임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  정책 입안자가 

소아에 한 의료이용의 국가  황을 악하고, 의료의 질과 근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국 응 실 환자표본(NEDS; Nationwide 

Emergency Department Sample)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응 실 방문환자

에 한 데이터베이스로 연간 950개 병원에서 2천 6백만 건의 응 실 

환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HCUP는 여러 주(multi-State)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

한 자료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SID(State Inpatient Databases)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미국 내 약 90%의 병원 퇴원기록을 담고 있으며, 

메디 어, 메디 이드, 사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등 의료비 지불원에 

계없이 모든 환자에 한 임상  비 임상  정보를 포함한다. 환자의 

임종에 한 자료가 수집되기도 하며, 개별 환자, 의사, 병원은 정보 보

호 하에 퇴원 요약 상의 임상 정보를 담고 있다. 

한 외래에서 이루어진 수술에 한 데이터베이스로 당일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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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은 후 퇴원한 환자들의 외래수술 이용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한 다양한 통계를 산출하는 SASD(State Amulatory Surgery 

Database), 입원하지 않은 응 실 환자 정보에 한 데이터베이스로 

SEDD(State Emergency Department Databases)를 통하여 응 실 진

료 내용을 여러 주(multi-State)별로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5) 암등록프로그램(NPCR) 

NPCR(National Program of Cancer Registries)은 암 환자 이스

와 암 사망에 한 데이터를 수집, 리  분석하기 한 데이터 시스

템으로서 각 주의(States) 의료 기 (병원, 의료사무실, 치료 방사선실, 

자치 수술센터  병리 실험실 등)에서 데이터를 앙 암 등록센터에 보

고한다. 1992년 암 등록 개정 법령을 통해 NPCR이 의회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암 발생, 암의 유형· 이범 · 치, 기 치료 유형에 한 데

이터가 수집된다. NPCR은 암의 발생 황 모니터, 다양한 인구 집단 

내의 암의 패턴 악, 암 리 로그램의 기획  평가, 의료자원 배분

을 한 우선순  결정, 임상·역학·보건 서비스 연구 진, 암 발병률에 

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정보 제공을 목 으로 고안 되

었다.

  나. 캐나다 

캐나다의 의료이용통계는 보건정보원(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심으로 이루어진다. CIHI는 캐나다인의 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독립 으로 설립된 비 리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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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데이터의 양 ·질  향상 

－데이터 간 비교 분석을 지원하는 27개 범 캐나다 데이터베이스

(Pan Canadian Databases) 구축  유지 리

－시의성 있는 캐나다 보건통계 생산

－보건데이터의 이해  사용 독려

업무를 수행한다.

CIHI의 주된 목표는 보건 시스템 리  보건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통합된 보건 정보를 생산하고 리하여 궁극 으로 캐나다인의 건강 상

태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CIHI는 보건의료정보 표

화, 자료수집, 분석  보 에 심  역할을 수행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와 등록자료(Registry)를 리한다. 

1) 캐나다의 의료기관자료 수집

  가) 퇴원환자데이터베이스(DAD)

DAD(Discharge Abstract Database)는 병원에서 퇴원한 장단기 입원

환자, 재활환자, 당일수술(day surgery)환자의 행정 , 임상 , 인구통계

학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터는 직  는 보건국을 통

하여 제공 받는데 Quebec 주는 CIHI에 직  달되고 그 밖의 지역은 

보건국을 통하여 받는다. DAD 데이터는 정신보건데이터베이스

(HMHDB: Hospital Mental Health Database), 외상등록(NTR: 

National Trauma Registry), 온타리오주 외상등록(OTR: Ontario 

Trauma Registry) 자료 구축에도 활용하며 일부 항목은 병원상병데이타

베이스(HMDB; Hospital Morbidity Database) 구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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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연도(batch year)
- 배치 기간(batch period)
- 배치 번호(batch number)
- 요약 번호(abstract number)
- 코더 번호(coder number)
- 차트 번호(chart number)
- 등록 번호(register number)
- 부가 차트/등기 번호(second chart/register number)
- 산모/신생아 차트 등록 번호(maternal/newborn chart of register number)

환자 

인구동태학적 

자료(Patient 

Demographics)

- 진료 번호(health care number)
- 우편 번호(postal code)
- 거주지 번호(residence code)
- 성별(gender)
- 진료 번호를 발행한 주/준주(province/territoty issuing HCN)
- 진료비 지불 책임자(responsibility for payment)
- 출생일(birthdate)
- birthdate is estimated
- 주/준주 보조 데이터(province/territory ancillary data)

입원 데이터 

(Admission Data)

- 입원일(admission date)
- 입원 시간(admission time)
- 경유 기관(institution from)
- 입원 범주(admit category)
- 접수 코드(entry code)
- 앰블란스를 이용한 입원(admit by ambulance)
- 재입원 코드(readmission code)
- 응급실 입원 결정일(ER-decision to admit date)
- 응급실 입원 결정 시간(ER-decision to admit time)
- 응급실에 환자를 맡긴 날짜(date patient left ER)
- 응급실에 환자를 맡긴 시간(time patient left ER)

퇴원 데이터 

(Discharge Data)

- 퇴원일(discharge date)
- 퇴원 시간(discharge time)
- 이송 기관(institution to)
- 퇴원 상태 및 향방(discharge disposition)

환자 서비스 정보

(Patient Service 

Information)

- 주요 서비스(main patient service)
- 부가 서비스(patient sub-service)
- 몸무게(weigth)
- abstract overflow   

전과 서비스

(Service Transfers

- 3 occurrences)

- 전과 서비스(transfer service)
- 부가 전과 서비스(transfer sub-service)
- 전과 기간(transfer days)

〈표 2-12〉Discharge Abstract Database Index: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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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ield Name

의료진 정보 

(Provider 

Information- 8 

occurrences)

- 의료진 유형(provider type)
- 의료진 번호(provider number)
- 의료진 서비스(provider service)

진단 정보 

(Diagnosis 

Information - 25 

occurrences)

- 주진단(diagnosis prefix)
- 진단 코드(diagnosis code)
- 진단 유형(diagnosis type)
- 암 단계분류-임상 종양(cancer staging-clin. tumor)
- 암 단계분류-임상 결절(cancer staging-clin. node)
- 암 단계분류-임상 전이(cancer staging-clin. met)
- 암 단계분류-조직병리 종양(cancer staging-path tumor)
- 암 단계분류-조직병리 결절(cancer staging-path node)
- 암 단계분류-조직병리 전이(cancer staging-path met)
- 암 단계분류-요약 단계분류(cancer staging-summary staging)

수술 정보 

(Intervention 

Information- 20 

occurrences)

- 수술일(intervention date)
- 수술 코드(intervention code)
- 상태 특성(status attribute)
- 위치 특성(location attribute)
- 범위 특성(extent attribute)
- 수술의 번호(intervention provider number)
- 수술의 서비스(intervention provider service)
- 수술 조직(intervention tissue)
- 수술 시간(intervention time)
- 수술 위치(intervention location)
- 마취의(anesthetist)
- 마취 방법(anesthtist technique)
- OOH 지표(OOH indicator)
- OOH 기관 번호(OOH institution number)
-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unplanned return to OR)
- 수술 사망(died in OR)

특수치료 정보 

(Special Care 

Information- 6 

occurrences)

- 특수치료실 사망(death in SCU)
- 특수치료실 번호(SCU number)
- 특수치료실 입원일(SCU admit date)
- 특수치료실 입원 시간(SCU admit time)
- 특수치료실 퇴원일(SCU discharge date)
- 특수치료실 퇴원 시간(SCU discharge time)
- 글래스고우 혼수 등급(Glasgow coma scale)

기본 선택사항 

(Basic Options)  

- 한자리 숫자 칸(one digit boxes)
- 두자리 숫자 칸(2 digit box)
- 두자리 숫자 칸(2 digit box)  
- 네자리 숫자 칸(4 digi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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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ield Name

정신 보건 지표

(Mental Health 

Indicators)

- 정신보건-조회 자료원(MH-source of referral)
- 정신보건-입원 방법(MH-admit method)
- 정신보건-법적 상태 변동 사항(change in legal status)
- 정신보건-AWOL(MH-AWOL)
- 정신보건-자살(MH-suicide)
- 정신보건-이전 정신과 입원(MH-previous psych admission)
- 정신보건-회송 사항(MH-referred to)
- 정신보건-ECT 치료(MH-ECT treatment)
- 정신보건-ECT 치료 결과(MH-# of ECT Tx)
- 정신보건-교육 정도(MH-education)
- 정신보건-직업(MH-employment)
- 정신보건-재정 충당 방법(MH-financial support)

프로젝트 정보

(Project 

Information)

- 한자리 숫자 칸(one digit boxes)
- 두자리 숫자 칸(2 digit box)
- 두자리 숫자 칸(2 digit box)
- 세자리 숫자 칸(3 digit box)
- 세자리 숫자 칸(3 digit box)
- 프로젝트 번호(3 digit box)

혈액 정보 

(Blood 

Information)

- 수혈 지표(blood transfusion indicator)
- 적혈구(red blood cells)
- 혈소판(platelets)
- 혈장(plasma)
- 알부민(albumin)
- 기타 혈액 산출물(other blood products)
- 자가수혈 지표(auto transfusion indicator)

출산 진료 정보

(Reproductive 

care Information)

- 이전 분만 횟수(number of previous deliveries)
- 이전 조기분만 횟수(number of previous preㅡterm deliveries)
- 이전 자연유산 횟수(number of previous spontaneous abortions)
- 이전 치료유산 횟수(number of previous therapeutic abortions)
- 이전 생존 출생아 수(number of previous live births)
- 임신 주수(gestational age)
- 분만 시간(delivery time)
- 최종 생리일(date of last menses)
- 퇴원시 모유 수유 여부(breast feeding on discharge)

Licensed Vendor 

Assigned Values 

- MCC
- CMG
- PIx
- RIW
- DPG
- vender ID

자료: www.cih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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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원정신건강데이타베이스(HMHDB)

병원정신건강데이타베이스(HMHDB; Hospital Mental Health 

Database)는 정신건강장애로 인해 입원한 환자에 한 재원기간 동안의 

인구통계 련, 의학  진단 련 자료가 수록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정신

과  일반 병원의 퇴원 행정 기록으로부터 수집된다. 수집되는 자료는 

조사 연도, 병원 소재 주), 병원번호, 의무기록번호, 의무기록유형, 입원

방법, 입원일, 퇴원일, 퇴원유형, 재원일수, 출생일, 입원시 연령, 퇴원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우편번호, 퇴원시 주진단, 퇴원시 기타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다) NACRS(National Ambulatory Care Reporting System)

당일 수술실(day surgeries), 외래진료소, 응 실과 같은 병원 통원치

료 시설  지역보건 시설에서 치료받는 환자 정보가 보고되는 제도이

다. NACRS는 의사결정  보건 문제에 한 논의를 지원하고 양질의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을 주목 으로 한다. CIHI는 보고 참여기 , 지역 

보건 당국  부처에서 직  데이터를 받으며 데이터 수집 방법은 기

에 따라 상이하다. 자료수집 항목은 인구통계학  데이터, 임상 데이터, 

행정 데이터, 재정 데이터, 당일 수술과 응 실 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2) 캐나다 환자등록 제도

  가) CJRR(Canadian Joint Replacement Register)

치환등록(CJRR; Canadian Joint Replacement Register)은 의료

기 의 자발  등록제도로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HMDB: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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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bidity Database)와 퇴원환자데이터베이스(DAD: Discharge 

Abstract Database)를 통해 슬   고 치환 수술 환자의 임상 정

보를 수집하며  치환 환자의 인공보철물, 재수술  수술결과에 

한 정보도 포함된다.

  나) CCRS(Continuing Care Reporting System)

CCRS은 병원 는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homes)에서 연계

치료(continuing care service) 환자에 한 자료수집을 목 으로 한다. 

환자의 인구통계학 , 행정, 임상 련 자료  자원 이용에 한 정보가 

수집되며 기  특성 정보도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는 환자 치료와 리, 

의사결정, 기  이용 환자에 한 편가와 서비스 선호도  욕구에 한 

정보가 수집된다. 

  다) 당뇨병 감시 NDSS(National Diabetes Surveillance System) 

NDSS는 캐나다 보건 기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이 지원하는 당뇨병 감시 시스템이다. 공공  개인 건강에 정책 입안자, 

연구자, 의료 종사자 등이 보다 효과 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캐나다인의 당뇨병 정보를 제공한다. 

NDSS 감시 시스템은 당뇨병으로 하루 이상 입원 는 2년 동안에 2

건 이상 의사의 당뇨병 소견이 있어야 등록이 되며, 임신성 당뇨병은 출

산 후에 일반 으로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 여성 환자

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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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CCR(Canadian Cancer Registry) 

CCR은 캐나다 내 암 발생 정보 수집을 한 등록제도로 13개 지방 

 지역 암 등록 기 과 캐나다 통계청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된다. 다양

한 인구 집단 내의 암 험 요인과 경향을 연구하기 한 데이터베이스

로 암 발병률과 암 생존율, 암 리 로그램의 기획·모니터링·평가, 연

구 수행을 한 목 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3) 캐나다 의료이용 가구조사

가구를 상으로 하는 건강조사로 NPHS(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와 CCHS(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가 

있다. NPHS는 캐나다인의 건강과 련된 사회통계학  요인을 수집하

도록 설계된 조사 로그램이다. CCHS는 지역사회의 지리  건강 정

보를 수집하여 건강결정요인, 건강 상태  보건 시스템 이용 정보 제

공을 주된 목표로 설계되었다.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Health 

Canada,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Statistics Canada, 

and th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의 공동 

력 하에 매년 데이터 수집하는 횡단면조사(cross-sectional survey)로

서 캐나다 인구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건강 결정요인에 한 정

보를 수집한다.

  

  다. 호주

호주의 의료이용 통계생산 활동은 호주보건복지연구원(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심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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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HW는 국가 보건의료통계를 범 하게 개발하여 보 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국가보건정보 원회(NHIA: National Health 

Information Agreement)가 있다. 국가보건정보 원회는 국가최소자료

셑(NMDS: National Minimum Data Sets)을 정하여 통계자료가 통

일되게 수집되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의 조사, 발간을 포함하는 많은 

하부 활동을 지원한다. 한 주와 주 그리고 보건  노령건강 리

부, 호주통계청, 건강보험 원회의 정보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한다.

1) 호주의 의료기관 자료수집

  가) NHMD(National Hospital Morbidity Database)

NHMD는 주  주의 공공  민간 보건의료기 에서 제공되는 입

원환자 자료로 의료기 의 설립, 환자의 인구  행정 정보, 재원일수, 

진단, 치료  데이터가 수집되며 질병  수술 외인 분류체계는 국제질

병분류 10차 호주 수정 (ICD-10-AM)을 사용한다. 수집되는 자료는 

비교성을 높이고 표 이 유지되도록 보건자료용어집(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에 기 하여 작성되며 국가최소자료셑의 입원진료

(National Minimum Data Set for Admitted Patient Care)에 의한다.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표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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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항     목

의료기관정보 

(Establishment 

Data)

- 병원이 속한 주(State or Territory of the hospital)  
- 설립형태[공공, 개인](Sector: public, private) 
- RRMA에 의한 지역분류(RRMA of the hospital)  
- ARIA에 의한 지역분류( ARIA of the hospital)  

인구정보 

(Demographic 

data) 

- 성별(Sex)
- 출생일(Date of birth)
- 출생국(Country of birth)
- 토착 상태(Indigenous status)
- 거주지(State and local area of residence)

행정정보 

(Administrative 

data) 

- 치료비 지불처( Funding source)
- 보험상태(Insurance status)
- 응급입원(Urgency of admission)

재원일수 

(Length of stay 

data) 

- 입원일 및 퇴원일(Admission and discharge dates)
- 이탈 일수(Leave days) 
- 당일퇴원 표시(Same day flag)

진료정보 

(Clinical and 

related data)

- 주진단(Principal diagnosis)
- 부가진단(Additional diagnosis) 
- 처치(Procedures)
- 주진단 및 DRG((MDC) and (AR-DRG))  
- 추정 평균비용Estimated average cost for the AR-DRG
- 진료형태(Care type)
- 입원형태(Admission mode)
- 퇴원형태(Separation mode)
- 예정 재원일수(Intended length of stay)
- 상해, 중독의 외부요인(External causes of injury or poisoning) 
- 상해, 중독 장소(Places of occurrence of external cause) 
- 상해시 업무(Activity when injured) 

〈표 2-13〉호주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항목

 

자료 : 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 Version 12, AIHW,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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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가 최소자료셑 종류 항목수

1 입원진료(Admitted patient care) 37

2 정신보건 입원진료(Admitted patient mental health care) 29

3 통증완화 입원진료(Admitted patient palliative care) 18

4 알콜 및 약물치료 서비스(Alcohol and other drug treatment services) 22

5 지역정신보건진료(Community mental health care) 11

6 지역정신보건시설(Community mental health establishments) 10

7 선택적 외과수술(Elective surgery waiting times) 15

8 응급실 진료(Emergency Department waiting times) 11

9 보건인력(Health laborforce) 10

10 상해감시(Injury surveillance) 7

11 주산기(Perinatal) 18

12 공공병원 시설(Public hospital establishments) 34

13 지역간호(CNMDSA for Community Nursing (ACCNS)) 37

14 심혈관 임상자료(Cardiovascular disease national clinical data (CV-Data)) 42

15 원격보건(Telehealth (NHIMAC sub-committee)) 32

〈표 2-14〉호주의 국가 최소자료셑종류

  나) NESWTDC(National Elective Surgery Waiting Times Data 

Collection)

NESWTDC는 선택  외과수술 기명단(elective surgery waiting 

list) 상의 환자  입원 등 기타 이유로 기 명단에서 제외된 환자에 

한 자료이다. 자료의 비교성을 높이고 표 화된 자료 수집을 하여 

보건자료용어집(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에 기 하여 자료가 

수집된다. 수집되는 주요 항목은 기에서 제외된 사유,  정도, 외과 

문과목, 기시간 등의 자료가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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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APEDCD(National non-admitted Patient Emergency Department 

Care Database)

공공 의료기  응 실에서 치료받은 비 입원환자 자료로 응 실 방문 

유형, 응 환자 분류, 방문 날짜와 시간, 기 시간, 응 실 도착 상태, 

응 실 퇴원 상태, 환자의 인구학  정보가 수집된다. 

  라. 기타 의료이용통계

1) NHS(National Health Survey) 

NHS는 건강수 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련 문제에 한 정보를 수집

하기 하여 모든 연령층의 인구를 상으로 수행되는 조사이다. 본 조사

는 범 한 건강문제에 해서 국가 인 기 을 취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건강 문제들의 변화를 모니터하기 하여 수행된다. 수집

되는 정보는 크게 인구의 보건학  상태, 건강과 련된 생활행태  건

강 해 요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기타 건강증진 행 로 나 어 

볼 수 있다. 만성질환, 부상, 건강 문가와의 상담  흡연, 음주량, 식

이요법, 운동, 방 종 같이 건강과 련된 행태 등에 해서 자료를 

수집한다(약물복용 등). 본 조사는 인구 통계학   사회경제학  특성

과 련성이 있어서 다른 연구 주제에도 용이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마. 외국 의료이용통계 생산 활동의 시사점

주요 통계 선진국을 심으로 의료이용통계 생산 활동을 검토한 결과 

국가마다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조사가 발달한 미국의 

의료기 조사는 단기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병원 별로 자료수집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한 표본조사를 통한 의료이용통계 생산은 한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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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의료기 , 회 등과 제휴를 통한 자료수집 시스템도 운 한다. 특

히 의료비 부분에 한 통계생산은 표본조사를 통한 의료비 자료 수집

은 한계가 있으므로 HCUP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장기 요양

기 조사는 시설의 설립  소유형태, 시설의 직원, 이용자에 한 정보

를 수집하는 형태의 조사가 수행된다. 최근에는 각각 수집되는 의료이용 

정보 연계를 통한 통계 자료의 재생산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의료이용통계 생산에 다양한 등록제도가 운 되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통계생산에 병원퇴원데이타베이스(DAD)의 운

인데 이 데이타베이스를 심으로 부차 인 데이터베이스 는 등록제도

가 운 되고 있다. 캐나다의 CIHI는 통계청과 력하여 통계자료수집 

시스템을 운 하는 특징을 갖는다.   

호주는 의료이용통계 자료수집을 한 기반으로 일 부터 Health 

Data Dictionary를 운 하는 이다. 의료기 이 자료를 생산할 때 

Dictionary에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달하기 때문에 

자료의 변환과 편집에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한 의

료의 여러 분야별로 최소자료셑을 규정하여 각 분야별로 차별화된 자료

수집활동을 지원한다.

의료이용통계 자료수집은 그 국가의 의료제도와 련성이 많아서 

국민건강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미국은 다양한 표본조사가 발 하 다. 

그러나 체 으로 조사 간에 연계성의 갖고 조사가 설계되고 정보 공

유를 통한 자료 활용을 증진시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이용 조사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의료이용조사를 통합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기존의 의료기  이용조사를 통합 으로 활용하는 National Hospital 

Care Survey사업을 시작하 다. 이는 기존의 의료기  조사에서 수집된 

입원환자 데이터와 외래환자 데이터 등을 통합 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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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자치 외래수술센터(Freestanding ASCs)를 포함하여 응

부서(EDs), 외래 부서(OPDs), 그리고 외래수술센터(ASCs)에서 제공된 

진료 서비스의 이용에 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의료이용조사를 효율 으

로 조사하고 활용하기 해서는 용어 등에 한 표 이 필요한 이다. 

호주에서는 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를 만들어서 표 화에 근

거한 의료이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등록제도의 활성화로 국가 차원에서 암  각종 

만성질환에 한 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차 확 되는 추

세이다. 등록제도의 목 은 단순히 의료이용 통계의 산출이 목 이 아니

라 만성질환자에 한 리 등을 해서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목 에 

따라 질환별 등록자료가 축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통계를 

산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표 화 함께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자의무기록의 활용 이다.  세계 

각국에서 자의무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의료기 의 주요 진

료정보가 산화되어 이를 효율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국의 PHDSC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자의무기록 사업을 추진할 시 의료

이용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의료이용 통계 자료에 있어 비용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의 National Inpatient Sample(NIS)에서는 퇴원환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의료비 데이터도 수집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한 의료

이용 통계는 의료이용 자료를 단순히 의료이용 양 인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료의 질  수 을 비교하는 용도로 역을 넓 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AHRQ에서는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를 통하여 의료기  이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의료

의 질  수 을 비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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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통계는 다양한 자료원에 의하여 생산된다. 의료기 조사, 가

구조사, 건강보험자료 심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가 생산될 수 있

다. 그러나 각 조사 는 자료는 자료수집 기 과 방법, 목표하는 모집

단에 차이가 있어 통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본조사의 경우 동일

한 표본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하는 시 이 다르면 그 결과는 다르

게 나타난다. 따라서 의료이용통계가 생산되는 주요 자료를 비교 분석하

여 각 자료가 갖는 특징과 제한 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료수집 

 통계생산 개선에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이용통계의 주요 내용은 외래  입원 환자수, 환자의 의료이용 

질환 그리고 수술통계가 주요한 부분이며 입원통계는 퇴원환자 자료를 

활용하고 퇴원율과 평균재원일수가 주요한 통계가 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퇴원환자 정보만 수집되고 건강보험자료는 외래와 

퇴원환자 자료가 모두 수집되므로 퇴원손상심층조사는 환자조사의 퇴원

환자조사와 비교 가능하고 건강보험자료와는 환자조사의 외래 환자조사

와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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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 비교

  가. 입원의료이용

의료이용통계 련 주요 의료기 조사인 환자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

비교에 앞서 환자조사 자료에서 자료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자료셑을 

구축하 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설계모집단이 100병상 이상 성기 병원

으로 하고 있어 비교를 하여 환자조사의 퇴원환자조사 자료셑에서 퇴

원손상심층조사의 동일한 설계모집단 조건을 갖도록 일을 구축하 다. 

즉 체 환자조사 퇴원환자 자료셑에서 100병상 이상 의료기 으로 한

방, 치과, 요양병원이 제외된 환자조사 자료(환자조사(A))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체 환자조사(환자조사(B))를 그 로 사용하 다. 비교 연도는 

재 2008년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가 공표된 계로 환자조사도 동

일하게 2008년도 퇴원환자조사 결과를 비교하 다.

먼  두 조사가 추정한 연간 퇴원환자 수는 퇴원손상심층조사가  

5,208천명, 동일한 조건의 환자조사(A)가 4,868천명으로 추정되어 환

자조사가 퇴원손상심층조사 보다 약 6.5%(340천명) 게 추정되었다. 

한편 환자조사는 체 퇴원환자 수를 7,858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퇴

원손상심층조사가 포 하는 환자수는 체 퇴원환자의 66.3% 수 에 

있다. 

동일한 모집단으로 조사 상을 선정 하더라도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조사 시 , 조사 무응답 정도에 의하여 조사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환자조사가 2차 표본추출단 (SSU; Secondary Sampling Unit)로 

특정 월에 퇴원환자 체를 수집하는 반면에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연간 

축 된 퇴원환자 자료셑에서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환자를 선정하고 있

어 조사방법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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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사에서 나타난 퇴원환자 연령분포를 비교해 보면 퇴원손상심층

조사 연령분포와 환자조사(A)의 연령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표 3-1 

참조). 즉 환자조사를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만들면 체 

환자수 뿐만 아니라 연령별 퇴원환자의 연령 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자조사의 체 퇴원환자(환자조사(B))

의 연령 분포와 비교를 하면 일부 연령 구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체 환자조사의 연령 분포와 비교하여 15∼54세 연령 구간에서 퇴원손상

심층조사는 게 나타나고 55세 이상 연령 구간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퇴원손상심층조사  연령 분포와 환자조사의 체 퇴원환자 연령 분포와

는 차이를 보인다. 

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A)1) 환자조사(B)2)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5,207,853 100.0 4,867,887 100.0 7,858,319 100.0 

0-14세 779,218 15.0 701,412 14.4 927,382 11.8 

15-24세 320,647 6.1 289,210 5.9 493,574 6.3 

25-34세 545,345 10.5 499,685 10.3 1,190,089 15.1 

35-44세 624,311 12.0 593,973 12.2 1,063,963 13.5 

45-54세 852,737 16.4 822,015 16.9 1,317,532 16.8 

55-64세 727,924 14.0 686,824 14.1 993,471 12.6 

65-74세 820,532 15.7 768,419 15.8 1,083,967 13.8 

75세 이상 537,139 10.3 506,349 10.4 788,341 10.0 

〈표 3-1〉연령별 퇴원환자수 분포(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주: 1) 환자조사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설계 모집단 조건으로 만든 자료

   2) 환자조사 전체 퇴원환자

의료기  병상규모별 퇴원환자 구성을 보면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유사

한 조건의 환자조사와 비교하여 3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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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자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300∼499병상 의료기

에서는 퇴원손상심층조사의 퇴원환자수가 많고 500∼999병상 의료기

은 환자조사 퇴원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 참조). 이

것은 체 의료기 의 퇴원환자수의 환자수 구성과 비교하면 병상규모별 

환자수 구성에는 동일한 상을 보인다.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제외시킨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환자수 구성에서 차지하

는 비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A) 환자조사(B)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5,207,853 100.0 4,867,887 100.0 5,210,705 100.0 

100-299병상 1,921,939 36.9 1,777,280 36.5 2,030,954 39.0 

300-499병상 970,686 18.7 712,837 14.6 758,023 14.5 

500-999병상 1,855,258 35.6 1,927,404 39.6 1,967,468 37.8 

1,000병상이상 459,970 8.8 450,467 9.3 454,260 8.7 

〈표 3-2〉병상규모별 퇴원환자수 분포(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진료비지불방법은 병원으로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유사한 조건의 환자조

사(A)와 비교하여 환자수 분포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퇴원손상

심층조사에 건강보험환자 비 이 81.9%를 차지하고 환자조사(A) 한 

80.6%를 보이고 의료 여 환자는 퇴원손상심층조사가 9.3%, 환자조사

는 10.2%를 보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일반 

환자가 차지하는 구성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환자조사(B)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체 퇴원환자의 76.9%를 보여 퇴원손상심층조사

와 차이를 보이고 자동차보험 환자 한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퇴원손상심층조사의 6.1%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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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의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많은데 퇴원손상심층조사

는 의원이 조사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표 3-3 참조). 

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A) 환자조사(B)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5,207,853 100.0 4,867,887 100.0 7,858,320 100.0 

국민건강보험 4,263,123 81.9 3,923,244 80.6 6,043,587 76.9 

의료급여 483,062 9.3 494,622 10.2 678,900 8.6 

산재보험 63,517 1.2 57,540 1.2 117,519 1.5 

자동차보험 317,935 6.1 294,119 6.0 835,815 10.6 

일반 57,441 1.1 59,471 1.2 121,333 1.5 

기타 22,775 0.4 38,890 0.8 61,166 0.8 

〈표 3-3〉진료비지불방법별 퇴원환자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퇴원환자의 입원 경로를 비교하면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응 실 입원이 

33.8%, 환자조사(A)는 30.9%를 보여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응 실 입원

환자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 환자조사(B)에 의한 퇴

원환자의 응 실 입원환자 비 은 21.2%,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하는 환

자가 74.9%를 보여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나타난 입원경로와 차이를 보

인다(표 3-4 참조).

지역별 퇴원환자 분포를 보면 퇴원손상심층조사는 환자조사(A), (B)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다. 퇴원환자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 퇴원환자

가 차지하는 비 이 환자조사와 비교하여 퇴원손상심층조사는 게 나타

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추출 방법과도 련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조사는 수 조사하는 반면에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병상규모

와 지역(시도)을 층화변수로 하여 의료기 을 추출한다(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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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A) 환자조사(B)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5,207,853 100.0 4,867,887 100.0 7,858,320 100.0 

응급실 1,761,050 33.8 1,502,940 30.9 1,667,332 21.2 

외래 3,343,143 64.2 3,213,413 66.0 5,887,120 74.9 

기타 103,660 2.0 151,534 3.1 303,868 3.9 

〈표 3-4〉입원경로별 퇴원환자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A) 환자조사(B)

전  체 5,190,810명 4,867,887명 7,858,320명

서  울 15.2% 18.1% 17.7% 
부  산 6.5% 7.6% 7.0% 
대  구 3.1% 4.3% 4.6% 
인  천 4.9% 4.6% 4.9% 
광  주 3.0% 3.1% 3.3% 
대  전 3.4% 2.6% 2.7% 
울  산 3.4% 2.3% 2.3% 
경  기 15.9% 19.2% 19.8% 
강  원 5.8% 3.7% 3.8% 
충  북 4.6% 3.1% 3.3% 
충  남 4.1% 4.5% 4.6% 
전  북 5.2% 4.3% 5.1% 
전  남 6.4% 6.3% 5.9% 
경  북 6.7% 6.6% 6.0% 
경  남 9.2% 8.3% 8.1% 
제  주 2.7% 1.3% 1.1% 

〈표 3-5〉지역별 퇴원환자 분포(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질병 분류별 환자구성을 보면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A)의 환

자 구성은 일부질환에서 차이를 보인다. 차이를 보이는 질환은 “신생물”, 

“정신  행동장애”, “건강상태  보건서비스 에 향을 주는 요

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환자조사(B)와 비교하면 추가 으로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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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욕”,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에서도 많은 차

이를 보여 질환별 퇴원환자 구성은 두 조사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그림 3-1 참조). 

〔그림 3-1〕질병대분류별 환자비율(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나.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

퇴원손상심층조사의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는 환자조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체 연령층에서 환자조사의 평균재원일수는 퇴원손상심

층조사 보다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내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연령

층은 35∼54세 연령층으로 7∼8일의 평균재원일수 차이를 보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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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조사(B)의 평균재원일수와 비교하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큰 차이

를 보이는데 이것은 퇴원손상심층조사가 181일 이상 재원일수를 나타내

는 환자는 결측 처리하고 요양병원, 특수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조사

되지 않은 것과 련이 있다(그림 3-2 참조).  

진료비지불방법별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두 조사 간에 평균재

원일수 차이의 원인이 좀 더 악될 수 있다. 건강보험환자와 자동차보

험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의료 여와 산재보험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두 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여서 의료 여와 산

재보험 환자에서 평균재원일수가 긴 환자가 많기 때문에 퇴원손상심층조

사는 이러한 퇴원환자 일부 결측 처리됨으로 인하여 평균재원일수에 많

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2〕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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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퇴원환자 진료비지불방법별 평균재원일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두 조사 간에 질병 분류별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정신  행

동장애”, “순환기계의 질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상 종합병원과 종합

병원에 입원환자가 많은 “신생물”과 환자수가 많은 “손상, 독  외인

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는 두 조사 간에 평균재원일수 차이가 게 나

타나고 있다(그림 3-4 참조). 두 조사 간에 수술 분류별 환자 구성은 

반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환자조사(A)와 비교하여 2% 이상 

차이를 보이는 수술은 “근육골격계통의 수술”에서 나타나고 환자조사(B)

와 비교하면 “  수술”, “소화기계통의 수술”에서 두 조사 간에 차이를 

보인다(그림 3-5,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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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질병대분류별 평균재원일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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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수술대분류별 퇴원환자(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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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수술대분류별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다. 퇴원손상환자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환자에 을 두는 조사라 할 수 있다. 퇴원

손상(질병코드 S, T코드) 환자에 한 두 조사 간 통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먼  추정 손상환자수에 큰 차이를 보인다.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추정된 손상환자수는 893천명인 반면에 유사한 조건으로 만든 환자조사

(A)의 손상환자수는 809천명으로 추정되어 84천명의 환자수 차이를 보

인다. 한 의료기  체의 퇴원손상 환자수는 환자조사로부터 1,771천

명으로 추정되어 퇴원손상심층조사의 포 하는 퇴원손상 환자는 약 

50.4%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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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퇴원손상 환자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그림 3-8〕퇴원손상환자 연령분포(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손상퇴원환자의 연령별 환자 분포는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퇴원

손상심층조사 손상환자와 환자조사(A)의 연령별 환자수 분포는 거의 일

치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조사(B)로부터 추정한 체 손상환자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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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분포와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손상환자 연령별 환자수 분포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퇴원손상심층조사가 환자조사(B) 보다 15∼54세 연령

에서 낮은 환자수 구성을 보이고 55세 이후에는 높은 환자수 구성을 

보인다.

손상환자의 연령별 평균재원일수 분포는 두 조사 간에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환자조사의 평균재원일수는 체 연령에 평균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어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평균재원일

수를 제한하여 수집한 결과가 반 되고 있다(그림 3-9 참조). 

〔그림 3-9〕퇴원손상환자 평균재원일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손상환자의 진료비지불방법별 평균재원일수는 국민건강보험환자, 의료

여환자, 자동차보험환자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나고 산재보험환자

와 일반환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그림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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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퇴원손상환자 진료비지불방법별 평균재원일수(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2. 환자조사와 건강보험자료 비교

 
환자조사와 건강보험자료는 비교에 앞서 자료 특성에 한 인식이 필

요하다. 건강보험자료는 환자조사와 같이 의료기 에서 자료가 수집 되

지만 환자조사는 통계생산을 목 으로 하여 질병 에피소드와 퇴원 단

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건강보험자료는 진료비청구가 주된 목 으로 청구

명세서 단 로 자료가 축 된다. 

  가. 외래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의료 여

를 포함한 건강보험 외래환자 청구명세서는 6억 2,757만 건으로 추정되며 

1일 조사한 환자조사로부터 추정한 연간 외래환자 자료는 7억 3,8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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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으로 추정하여 1억 건 이상 차이를 보인다(그림 3-11 참조). 이러한 

차이 발생은 우선 건강보험자료가 일반, 산재, 자동차 보험환자가 제외되고 

진료비청구서 에는 2건의 이상 진료를 1건으로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자료가 수집되는 단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11〕연간 외래환자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그러나 건강보험자료의 외래환자 연령별 분포와 환자조사 외래환자 

연령별 분포는 0-14세 연령층과 65-74세 연령층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이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다(그림 3-12 참조).

진료비지불방법에서는 환자조사에서 일반환자 5%, 자동차보험환자가 

0.9%, 산재보험환자가 0.6%를 차지하여 건강보험환자 외래환자 에서 총 

6.5%가 락되고 있다. 건강보험자료와 환자조사의 외래환자 질환별 환자

수 구성은 차이를 보인다(그림 3-13참조). 외래환자수 많은 질환인 “호흡기

1) 연간 외래환자수 = 1일 외래환자수 × (52주 × 5일 + 52주 ×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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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질환”, “소화기계의 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의 질환” 등 부분

의 질환에서 질환별 환자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14 참조).

  
〔그림 3-12〕외래환자 연령분포(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그림 3-13〕진료비지불방법별 외래환자(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86∙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림 3-14〕질병대분류별 외래환자(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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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퇴원환자

건강보험자료와 환자조사 비교를 하여 건강보험자료를 두 종류의 

일을 구축하 다. 건강보험자료는 명세서 자료가 기본이 되므로 명세

서 자료인 건강보험자료(A)와 명세서에서 같은 개인 ID를 기 으로 하

여 건강보험개인별자료(B)를 구축하여 퇴원단 로 자료가 구축되는 환자

조사와 비교를 하 다.

건강보험자료와 환자조사를 비교한 결과 연령별 퇴원환자구성, 퇴원

환자 평균재원일수, 병상규모별 퇴원환자 구성, 진료비 지불방법별 평

균재원일수 등 부분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명세서자료(A)가 환자조사 자료보

다 짧게 나타나고 건강보험 개인별자료는 모든 연령층에서 길게 나타

나고 있어 두 자료 간에 자료가 수집되는 기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6~3-11 참조).

2009년 건강보험자료(A) 2009년 건강보험자료(B) 2009년 환자조사 - 퇴원환자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11,161,081 100.0 5,353,367 100.0 7,861,972 100.0 
0-14세 1,236,851 11.1 641,575 12.0 1,015,635 12.9 
15-24세 478,229 4.3 349,722 6.5 478,969 6.1 
25-34세 1,128,108 10.1 823,761 15.4 1,060,245 13.5 
35-44세 1,286,082 11.5 722,742 13.5 1,040,656 13.2 
45-54세 1,869,218 16.7 876,667 16.4 1,318,495 16.8 
55-64세 1,514,152 13.6 668,992 12.5 1,032,583 13.1 
65-74세 1,784,737 16.0 724,700 13.5 1,073,836 13.7 

75세 이상 1,863,704 16.7 545,210 10.2 841,555 10.7 

〈표 3-6〉연령별 퇴원환자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주: 건강보험자료(A): 명세서 자료

   건강보험자료(B): 개인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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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보험자료(A) 2009년 건강보험자료(B) 2009년 환자조사 - 퇴원환자

평균 

재원일수
표준오차

평균 

재원일수
표준오차

평균 

재원일수
표준오차

전체 11 0.00 24 0.09 14 0.02 
0-14세  6 0.01 11 0.05  5 0.01 
15-24세  8 0.01 11 0.03  9 0.07 
25-34세  8 0.01 11 0.06  8 0.05 
35-44세 11 0.01 20 0.07 13 0.06 
45-54세 13 0.01 27 0.08 16 0.07 
55-64세 12 0.01 28 0.08 17 0.08 
65-74세 13 0.01 31 0.13 17 0.08 

75세 이상 16 0.01 54 0.03 27 0.11 

〈표 3-7〉연령별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2009년 건강보험자료(A) 2009년 건강보험자료(B) 2009년 환자조사 - 퇴원환자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8,295,233 100.0 3,746,890 100.0 5,226,391 100.0 
100-299병상 3,392,885 40.9 1,308,252 34.9 2,007,496 38.4 
300-499병상 1,241,897 15.0 495,938 13.2 784,569 15.0 
500-999병상 2,229,183 26.9 1,204,885 32.2 1,908,531 36.5 

1,000병상이상 1,431,268 17.3 737,815 19.7 525,796 10.1 

〈표 3-8〉병상규모별 퇴원환자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2009년 건강보험자료(A) 2009년 건강보험자료(B) 2009년 환자조사 - 퇴원환자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11,161,081 100.0 5,353,367 100.0 7,861,972 100.0 
국민건강보험 9,227,955 82.7 4,941,122 92.3 6,243,684 79.4 

의료급여 1,905,765 17.1 406,207 7.6 608,462 7.7 
산재보험 - - - - 104,139 1.3 

자동차보험 - - - - 670,927 8.5 
일반 - - - - 159,383 2.0 
기타 27,361 0.2 6,038 0.1 75,377 1.0 

〈표 3-9〉진료비지불원별 퇴원환자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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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보험자료(A) 2009년 건강보험자료(B) 2009년 환자조사 - 퇴원환자

평균 

재원일수
표준오차

평균 

재원일수
표준오차

평균 

재원일수
표준오차

전체 11 0.00 24 0.03 14 0.02 
국민건강보험 10 0.00 19 0.02 11 0.02 

의료급여 18 0.01 84 0.20 41 0.22 
산재보험 - - - - 46 0.46 

자동차보험 - - - - 13 0.09 
일반 - - - - 9 0.07 
기타 14 0.07 59 1.31 16 0.23 

〈표 3-10〉진료비지불원별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2009년 건강보험자료(A) 2009년 건강보험자료(B) 2009년 환자조사 - 퇴원환자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퇴원환자수

상대빈도 

(%)

전체 11,161,080 100.0 4,919,245 100.0 7,861,972 100.0 
응급 1,647,012 14.8 934,223 19.0 1,620,048 20.6 
외래 8,324,346 74.6 3,985,022 81.0 5,983,889 76.1 
기타 - - - - 258,035 3.3 
불명 1,189,722 10.7 - - - -

〈표 3-11〉입원경로별 퇴원환자수(건강보험자료, 환자조사)

3. 재원일수 비교

재원일수는 입원한 환자가 퇴원 시까지 의료기 에 머무르는 기간으

로 재원일수 분포 비교는 자료의 특성 악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보험

자료는 진료비명세서에 기록된 입원기간을 재원일수로 하 고, 퇴원손상

심층조사와, 환자조사는 조사된 입원일과 퇴원일을 이용하여 재원일수가 

계산되었다. 

체 인 재원일수 분포는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의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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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60일 이후에서 환자조사가 퇴원손

상심층조사 보다 분포의 꼬리가 두터운 형태를 보여 환자수가 많게 나

타나고 재원일수가 2∼3일 되는 환자가 퇴원손상심층조사 보다 많이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자료의 재원일수는 일부 구간에서 다

른 양상을 보인다. 재원일수 분포의 앞부분이 M형의 형태는 의료기 에

서 환자가 퇴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일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발생하는 상으로 분포의 앞부분과 28일 는 30∼31에 퇴원환자가 

특히 많은 모양을 보인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5〕재원일수 분포

  가. 질병분류별 재원일수 분포

퇴원환자 재원일수 분포는 질병 종류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보인다. 

“신생물” 퇴원환자의 재원일수 분포는 환자조사와 퇴원손상심조사가 비

슷한 태를 보인다. 그러나 재원일수 구간에 따라서 재원일수가 짧은 

구간에서 환자조사의 퇴원환자 도가 높고 60일 이후에서 꼬리가 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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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퇴원손상심층조사보다 재원일수가 긴 환자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자료는 재원일수가 짧은 구간에서 M형태를 보여 특정일 기

 분할 진료비 청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  행동장애” 질환

의 재원일수 분포는 건강보험자료의 경우 30일 부분에 많은 환자가 집

되어 있어 1달 단 의 분할 청구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환자조사

의 경우는 180일 부분에서 많은 환자가 집 되어 있어 정신질환 환자가 

6월 단 의 퇴원이 환자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손상  독 환자의 

재원일수 분포는 세 개의 자료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환자조사의 

경우 짧은 재원일수 구간에서 요철을 보여서 의원  의료 자동차보험 

환자에 진료비 청구와 일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신생물 재원일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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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정신 및 행동장애 재원일수 분포

〔그림 3-18〕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재원일수 분포

  나. 의료기관종류별 재원일수 분포

퇴원환자 재원일수 분포를 의료기 에 따라서 여러 형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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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상급종합병원 재원일수 분포

〔그림 3-20〕종합병원 재원일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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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병원 재원일수 분포

〔그림 3-22〕요양병원 재원일수 분포

4. 의료이용 환자수 변동  

횡단면조사에서 의료이용 자료 수집은 자료를 수집하는 월과 요일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의 양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퇴원손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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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조사의 경우는 년도 체 퇴원자료에서 계통추출로 표본 환자가 선

정되므로 조사시 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조사는 특정 

월과 일을 지정하여 조사를 하므로 조사 시 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조

사 상이 동일한 경우 조사 시 에 향을 받지 않고 수집되는 자료는 

특정 시 을 조사를 하는 횡단면조사에서 조사  자료수집 방법 결정

에 활용할 수 있다. 즉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는 횡단면조사를 하는 환

자조사의 조사시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퇴원환자수 변동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월별 퇴원환자수 분포는 [그림 3-23]과 같다. 퇴

원환자수는 큰 달에 속하는 7월, 1월, 3월에 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2월, 9월, 11월이 환자수가 은 월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인 월은 4월, 5월, 6월이 체 평균 으로 퇴원환자가 발생하는 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3〕월별 퇴원환자수 분포

자료: 질병관리본부 퇴원손상심층조사, 2009

퇴원환자의 질병분포는 월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래환자와 

비교하여 계 별 환자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월별로 환자수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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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질환이 있는가 하면 변동이 크지 않는 질환도 있다. “신생물”의 경우 

연  체 퇴원환자의 10.3%(6월)에서 12.0%(10월) 사이의 매우 은 

변동을 보이는 반면에 “호흡기계의 질환”의 경우는 8.6%( 8월)에서 

14.3%(3월)의 변동이 매우 큰 질환이 있다. 월별 퇴원환자수 변동이 큰 

질환은 “호흡기계의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손상 독”에서 나타나

고 있고 변동이 은 질환군은 “내분비, 양, 사질환”, “정신  행

동장애”, “귀  유양돌기의 질환”은 변동이 은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3-12, 3-13 참조).

질병 

대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5.26 5.65 5.14 5.28 5.50 6.50 7.27 6.34 6.13 6.23 6.61 6.18 6.01 
2 11.03 10.64 10.49 11.06 10.60 10.30 10.76 11.15 11.23 12.02 11.31 11.12 10.97 
3 0.42 0.44 0.54 0.54 0.61 0.46 0.65 0.46 0.44 0.46 0.39 0.45 0.49 
4 2.55 2.56 2.37 2.49 2.62 2.52 2.56 2.31 2.73 2.38 2.37 2.44 2.49 
5 1.17 1.22 1.08 1.23 1.30 1.31 1.25 1.39 1.30 1.16 1.11 1.27 1.23 
6 2.31 2.34 2.30 2.51 2.56 4.05 4.77 3.54 2.62 2.27 2.20 2.29 2.83 
7 1.70 1.44 1.51 1.37 1.20 1.36 1.30 1.22 1.23 1.50 1.42 1.62 1.41 
8 1.33 1.24 1.29 1.37 1.33 1.30 1.32 1.27 1.26 1.28 1.59 1.41 1.33 
9 8.00 7.70 7.75 7.76 7.74 8.13 7.73 7.35 7.38 7.59 7.45 7.39 7.67 
10 12.55 14.18 14.33 12.98 12.52 11.00 8.99 8.55 8.49 9.84 10.71 12.40 11.36 
11 10.19 10.39 9.92 10.31 9.42 10.42 9.74 10.98 10.78 10.09 10.39 10.21 10.23 
12 1.30 1.06 0.91 1.01 1.06 0.99 1.18 1.23 1.26 0.99 1.04 0.84 1.07 
13 6.51 6.03 6.49 6.37 5.98 5.94 6.15 6.24 5.79 6.33 6.01 6.49 6.20 
14 5.12 4.44 4.84 5.34 4.95 4.88 5.54 5.56 5.31 4.96 5.03 5.04 5.09 
15 2.95 3.00 2.79 2.60 2.68 2.67 2.65 2.69 2.83 2.79 2.50 2.56 2.72 
16 1.06 1.25 0.94 0.91 0.93 0.87 1.04 0.89 0.96 0.81 0.94 0.84 0.95 
17 1.10 0.81 0.83 0.70 0.81 0.61 0.70 1.03 0.78 0.74 0.76 0.76 0.80 
18 2.55 2.55 2.61 2.43 2.57 2.19 2.50 2.50 2.20 2.33 2.34 2.31 2.43 
19 15.35 15.48 15.69 16.58 18.07 17.31 16.91 17.73 19.93 18.50 18.26 16.36 17.17 
21 7.54 7.60 8.19 7.15 7.56 7.21 6.99 7.55 7.38 7.72 7.58 8.05 7.54 

〈표 3-12〉퇴원환자의 월별 질병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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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질병명  p- value

변동이 큰 

질환군

1 호흡기계의 질환 4.20 0.9379
2 신경계통의 질환 2.74 0.9869
3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23 0.9996
4 특정 감염성 및 기생성질환 0.77 0.9999
5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25 0.9999

변동이 작은 

질환군

1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0.06 0.9999
2 정신 및 행동장애 0.07 0.9999
3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0.07 0.9999
4 순환기계의 질환 0.09 0.9999
5 임신, 출산 및 산욕 0.09 0.9999

〈표 3-13〉질환별 퇴원환자수 변동 순위

질환별로 체 환자수 구성과 차이가 작은 월별 순 를 주어 이를 월

별로 합산하면 [그림 3-24]와 같다. 즉 4월의 질병 분포는 체 질병분

포와 가장 근사한 월의 질병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3월은 체 퇴원환자

의 질병분포와 가장 차이가 나는 형태의 퇴원환자가 조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 퇴원환자와 가장 근 한 분포를 보이는 월 순 는 4월, 

5월, 10월 순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횡단면 조사로 특정 

월을 조사할 경우 이러한 정보는 조사 시  결정에 기  자료가 된다. 

 
〔그림 3-24〕월별 퇴원환자 질병분포 적합순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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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래환자수 변동

외래환자의 월별 환자수는 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건강보험 자

료에 의하면 외래환자수가 많은 달은 10월, 9월, 11월로 가을 계 에 

외래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은 달은 2월을 제외하면 1월, 

7월, 8월로 나타나 겨울과 여름에는 외래환자가 비교  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외래환자의 월별 환자수 구성은 질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임신출

산 련 질환”의 외래환자는 계 별로 환자수에 변동이 크지 않고 “호흡기

계질환”, “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소화기계 질환” 환자는 월별

로 환자수 차이가 많은 질환군이다. 따라서 체 외래환자의 질병 분포

와 가장 근 한 월을 찾아보면 5월, 9월, 3월 순으로 나타나고 11월, 7월, 

2월은 체 외래환자의 질병구성과 차이가 많은 월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환자수는 요일별로도 환자수에 차이를 보인다. 월요일이 가장 환

자수가 많은 요일로 체 외래환자의 20.6%가 월요일에 진료를 받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진료도 비교  많아서 토, 일요일 진료도 14.3%를 차

지한다. 환자가 평균 으로 오는 요일은 수요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5〕월별 외래환자수 분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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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대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2.68 2.73 2.50 2.52 2.99 3.50 4.01 3.83 2.96 2.49 2.33 2.37 2.90 
2 2.00 2.25 1.98 1.80 1.83 2.05 2.02 1.98 1.78 1.69 1.62 1.81 1.89 
3 0.84 0.96 0.80 0.72 0.73 0.82 0.86 0.83 0.74 0.68 0.68 0.74 0.78 
4 3.25 3.48 3.31 3.11 3.20 3.33 3.48 3.30 3.17 3.04 3.03 3.24 3.24 
5 1.73 1.86 1.76 1.62 1.68 1.79 1.86 1.75 1.65 1.56 1.57 1.71 1.71 
6 1.27 1.39 1.31 1.23 1.29 1.35 1.37 1.29 1.31 1.20 1.17 1.24 1.28 
7 5.04 5.76 5.50 5.17 5.63 5.94 6.35 6.44 5.24 4.66 4.40 4.90 5.40 
8 2.70 2.75 2.82 2.99 2.85 2.74 2.65 2.85 2.58 2.38 2.35 2.45 2.67 
9 7.24 7.64 7.37 6.82 7.18 7.44 7.65 7.28 6.83 6.49 6.68 7.31 7.14 
10 30.05 23.50 27.59 31.57 26.97 21.87 18.72 20.54 29.56 33.59 35.05 30.60 27.68 
11 14.77 16.00 14.08 12.80 13.57 14.66 15.26 15.25 13.13 12.38 12.30 13.58 13.92 
12 4.83 5.14 5.07 4.94 5.65 6.01 6.33 6.50 5.17 4.98 4.52 4.63 5.30 
13 12.86 14.85 14.64 13.99 14.62 15.51 16.07 15.15 13.85 13.39 13.06 13.74 14.28 
14 3.82 4.09 3.77 3.49 3.73 4.04 4.35 4.19 3.86 3.65 3.55 3.76 3.85 
15 0.05 0.05 0.04 0.04 0.05 0.06 0.07 0.07 0.07 0.08 0.08 0.09 0.06 
16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2 0.01 0.02 0.02 
17 0.06 0.07 0.05 0.04 0.05 0.06 0.06 0.06 0.04 0.04 0.04 0.06 0.05 
18 1.30 1.29 1.27 1.25 1.34 1.40 1.40 1.47 1.41 1.41 1.47 1.36 1.36 
19 5.20 5.88 5.85 5.63 6.30 6.98 6.95 6.61 6.04 5.63 5.41 5.48 5.98 
21 0.30 0.31 0.28 0.26 0.34 0.43 0.52 0.60 0.59 0.64 0.68 0.90 0.49 

〈표 3-14〉월별 외래환자비율 및 적합순위(2009년)

구분 순위 질병명  p- value

변동이 큰 

질환군

1 호흡기계의 질환 11.03 0.3552
2 특정 감염성 및 기생성질환 1.25 0.9995
3 소화기계의 질환 1.17 0.9996
4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0.90 0.9999
5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0.89 0.9999

변동이 작은 

질환군

1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0.00 0.9999
2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01 0.9999
3 신경계통의 질환 0.04 0.9999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0.04 0.9999
5 임신, 출산 및 산욕 0.05 0.9999

〈표 3-15〉질환별 외래환자수 변동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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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월별 외래환자 질병분포 적합순위 합

〔그림 3-27〕요일별 외래환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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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요일별 외래환자 질병분포 적합순위 합

5. 시사점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체 환자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연령 분포는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질병구조, 질병별 평균재원일수, 진료비지불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체 환자조사를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유사한 자

료수집 조건으로의 일을 구축하여 비교하면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와 

연령별 환자수 분포, 진료비지불방법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인데 환자조사가 퇴원손상심층조사 

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이 

재원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환자는 결측 처리하는데 일부 기인한다. 재원

일수는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 시 까지 의료기 에 머무르는 기간이다. 

그런데 환자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건강보험자료를 비교해 보면 퇴원환

자 재원일수 분포가 28일, 30일 부근에 많이 쏠려있는 모양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상은 특히 건강보험자료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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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의료기 에 입원 인 환자의 진료비 청구를 1달 단 로 청구함

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상이다. 한 건강보험 자료의 퇴원환자 평균재

원일수 분포는 앞부분에 M형을 보이는데 이것 한 의료기 에서 특정 

일 는 요일 기 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나타나는 상이다. 환

자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의 퇴원일수를 보면 건강보험자료와 비교하여 

크지는 않으나 재원일수가 28일, 30일 경에 많은 도를 보이고 있어 

완 히 퇴원일 기 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조사의 평균재원일

수는 퇴원손상조사보다 분포의 꼬리가 길고 두터운 특징을 갖는다. 

퇴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의료기 종류와 질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길고 질환에 따라서도 평

균재원일수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생물과 같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질

환,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질환은 환자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와 같은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진료비 청구자료의 재원일수가 28일과 30일 주 에 많이 쏠려있어 1달 

단 의 분할청구  많이 하는 질환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료비명세서는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제공되는 통계자료로 건강보험 

진료실  통계가 된다. 따라서 일반  기 의 질환 에피소드 개념의 통

계가 되지 못한다. 특히 퇴원환자의 질환별 통계생산을 해서는 동일한 

입원환자와 퇴원환자의 분할청구가 병합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질환별 

에피소드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질환별 에피

소드, 개인별 에피소드의 구축이 가능하다. 개인별 에피소드 일은 개

인 단 , 기  진료횟수  입원일수, 연간 진료비 추정에 요한 기능

을 할 수 있다. 한 사망 기록과 연계하여 의료이용과 사망을 연계한 

DB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에서 진행하는 HCQI에 극 으로 통계자료 

제출이 가능한 것은 개인별 질병 에피소드의 구축이 가능하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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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별 에피

소드는 가구조사와 연계를 통해 가구조사의 많은 개인, 가구속성 변수와 

연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 한국의료패 조사는 

향후 건강보험 개인별 진료에피소드와 연계를 계획하고 있어 개인 에피

소드 단 의 활용성이 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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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조사의 개선 

  

  가. 환자조사의 개선 

1) 자료수집 방법의 개선

재 환자조사의 자료수집 방법은 많은 조사 부담을 안고 있다. 환자

조사는 횡단면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축소하기 하여 2009년 

이후 4개 시 (1월, 5월, 7월, 11월)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체 

표본을 4등분하여 4개 시 에서 분할조사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  4

회 조사는 일선 보건소와 조사수행 기 에 많은 조사부담을 주고 있다. 

보건소의 조사 담당자는 매 조사 시 에서 할 의료기 에 공문 발송

과 조사를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앙은 연간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조사 외에 수집된 자료의 에디 , 통계표 생산과 보고서 작성 등 

후속 업무에 많은 시간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한 조사가 3월 이후에 

시작되므로 1월 조사 상 기 은 조사표를 소  작성하게 되어 조사회

피 명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연  4회 조사에 따른 조사부담은 조사응답률 하락으로 나타

나고 있다. 연간 1회 일 조사 방식에서 연간 4회 분할조사로 변경하면



108∙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서 조사응답률이 10%포인트 이상 하 되었다. 즉 2005년 이 까지 환

자조사 조사응답률은 92%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 으나 2008년 조사는 

89.2%, 2009년 78.6%, 2010년 84.9%로 조사응답률이 많이 하락하

다(그림 4-1 참조). 

〔그림 4-1〕환자조사 조사응답률(1990~2011년)

주: 1990∼2005년 1회조사, 2008년 2회조사, 2009∼2011년 4회조사

4회 분할조사는 표본 할당에서도 일부 문제 이 발생한다. 분할조사 

표본은 체 표본을 의료기  종별, 지역별로 가능하면 균등하게 4등분

하여 각 조사 시 에 할당한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의료기 이라 하더

라도 병상수, 의료인력, 진료과 등에 차이가 있어 4등분된 부차표본이 

균등한 특성을 갖게 되기가 어렵다. 표방 진료과에 따라서 환자수 차이

가 클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부차표본 할당에 반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시행된 분할조사 효과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분할조사가 목표한 성과를 얻었는지 분할로 수집한 실제 자료를 분석하

여 분할조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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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할조사 효과분석

분할조사 효과분석을 한 자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3

년간의 환자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분할조사 효과는 Chi-Square 합

도 검정(Goodness of Fit)을 사용하 는데 귀무가설은 “각 연도 4개 시

에서 수집한 자료가 체 자료의 1/4에 해당하는가?”에 한 가설검

정(       )을 하 다. 검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9

개 연령계층과 21  질병 분류별로 가설검정을 한 결과 연령계층별로

는 외래환자수와 퇴원환자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질병분

류별 분할조사 효과는 3년간 3개 질환군에서 유의성을 보 다. “선천기

형, 변형  염색체 이상”, “질환이환  사망외인”, “특수목  코드”에

서 유의 이었는데 환자수가 매우 은 질환군에서 나타나는 변동으로 

볼 수 있다(표 4-1, 4-2 참조). 

 

연령
외래환자 퇴원환자

2009년 2010년 2011넌 2009년 2010년 2011넌

0~9세 p=0.5955 p=0.3407 p=0.9276 p=0.4717 p=0.4419 p=0.8182

10~19세 p=0.7940 p=0.9852 p=0.9402 p=0.3561 p=0.7197 p=0.7291

20~29세 p=0.9233 p=0.9971 p=0.9952 p=0.8133 p=0.9941 p=0.9952

30~39세 p=0.9423 p=0.9637 p=0.9930 p=0.8987 p=0.9743 p=0.9319

40~49세 p=0.9866 p=0.9979 p=0.9866 p=0.7819 p=0.9962 p=0.9543

50~59세 p=0.8638 p=0.9979 p=0.9382 p=0.8206 p=0.9979 p=0.9760

60~69세 p=0.7626 p=0.9971 p=0.9443 p=0.8303 p=0.9941 p=0.9906

70~79세 p=0.7650 p=0.9918 p=0.8941 p=0.8495 p=0.9254 p=0.9930

80세 이상 p=0.6020 p=0.9484 p=0.7843 p=0.8826 p=0.9010 p=0.9600

전체 p=0.9010 p=0.9962 p=0.9838 p=0.8542 p=0.9823 p=0.9941

〈표 4-1〉연령별 분할조사 효과 검정(2009∼2011년)



110∙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질병분류
외래환자 퇴원환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p=0.1311 p=0.3131 p=0.1919 p=0.2945 p=0.7795 p=0.4955

Ⅱ. 신생물 p=0.4540 p=0.1059 p=0.9543 p=0.2582 p=0.7102 p=0.9123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p=0.1136 p=0.8254 p=0.7055 p=0.1855 p=0.8519 p=0.7363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p=0.6869 p=0.9709 p=0.7916 p=0.7964 p=0.9361 p=0.9656

Ⅴ. 정신 및 행동 장애 p=0.8182 p=0.7819 p=0.9952 p=0.9189 p=0.6594 p=0.8303

Ⅵ. 신경계통의 질환 p=0.4974 p=0.9656 p=0.8849 p=0.4862 p=0.8661 p=0.7268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p=0.1181 p=0.5871 p=0.8375 p=0.1816 p=0.3273 p=0.1197

Ⅷ. 귀 및 유돌의 질환 p=0.1785 p=0.3886 p=0.6639 p=0.6481 p=0.7867 p=0.7434

Ⅸ. 순환계통의 질환 p=0.7554 p=0.9656 p=0.9562 p=0.4073 p=0.9893 p=0.5600

Ⅹ. 호흡계통의 질환 p=0.7410 p=0.2044 p=0.4057 p=0.2898 p=0.3795 p=0.7626

ⅩⅠ. 소화계통의 질환 p=0.8109 p=0.9971 p=0.7410 p=0.8987 p=0.9484 p=0.9656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p=0.8061 p=0.3380 p=0.5479 p=0.4219 p=0.7602 p=0.8756

ⅩⅢ.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p=0.5519 p=0.9866 p=0.9600 p=0.8158 p=0.8278 p=0.7315

ⅩⅣ.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p=0.7055 p=0.9123 p=0.7220 p=0.5580 p=0.9443 p=0.9619

ⅩⅤ. 임신, 출산 및 산후기 p=0.0187 p=0.4335 p=0.4318 p=0.6063 p=0.9792 p=0.4610

ⅩⅥ.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007 p=0.2159 p=0.4717 p=0.5439 p=0.7698 p=0.8732

ⅩⅦ.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p=0.0135 p=0.4025 p=0.3286 p=0.0586 p=0.0442 p=0.0020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p=0.3705 p=0.9055 p=0.7554 p=0.6892 p=0.8708 p=0.8519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p=0.7410 p=0.9100 p=0.8802 p=0.3840 p=0.9562 p=0.9743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p=0.0033 p=0.0148 p<0.0001 p<0.0001 p<0.0001 p=0.0025

ⅩⅪ.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p=0.7482 p=0.7795 p=0.8732 p=0.1733 p=0.9792 p=0.3735

ⅩⅫ. 특수 목적 코드 p<0.0001 p=0.5419 p=0.5030 p<0.0001 p<0.0001 p=0.4557

전체 p=0.9010 p=0.9962 p=0.9838 p=0.8542 p=0.9823 p=0.9941

〈표 4-2〉질환별 분할조사 효과 검정(2009∼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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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환자조사는 2009년 이후 질환의 계  변이를 반 하기

하여 4회 분할조사로 방법으로 변경하 으나 실제 수집되는 자료는  

계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자조사의 발 과 조

사 효율을 해서는 재의 조사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 즉 표성 있

는 조사시 에서의 일 조사로 연간 4회에서 오는 조사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일 조사 조사시 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가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년간 축 된 퇴원환자 의무기

록에서 계통추출로 표본환자를 추출하고 있어 모든 월의 퇴원환자가 수

집되고 조사 시 에 따른 모집단과의 편향이 매우 다. 따라서 횡단면 

조사인 환자조사에서 조사시  결정에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는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환자수가 월평균 환자수에 가깝고 체 환자의 질병

구조에 가장 근 한 질병구조를 보이는 월을 조사 월로 하면 횡단면 조

사에서 표성 있는 조사시 이 된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의 월별 환자의 질병 분포를 분석해 보면 질환

에 따라 월별 변화가 큰 질환이 있고 변화가 작은 질환이 있다. “호흡기

계의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은 월별 환자수 차이가 큰 반면에 “내분

비 양  사질환”, “정신  행동장애” 등은 월별 환자수 변동이 거

의 없다. 따라서 체 질병별 환자 분포와 가장 근사한 분포를 보이는 

월을 횡단면 조사 시 으로 정하면 1회 조사로 분할조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는 퇴원환자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퇴

원손상심층조사는 외래환자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

여 체 외래환자 질병구성과 편차가 가장 은 월과 평균 인 환자수

가 내원하는 요일을 찾아 조사시 으로 결정하면 편향이 은 횡단면조

사가 될 수 있다. 한 자료수집의 편의성을 하여 퇴원조사 조사 시

과 련지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 이 되는데 의료기 에 퇴원

한 환자의 의무기록이 완결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외래조사 시 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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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자의 자료수집 기간 간에는 약 1개월의 차이를 두고 자료수집 시

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 이다.

한 기존의 환자조사의 자료수집은 조사 당해년 조사와 퇴원손상심

층조사와 같이 익년도 조사가 고려될 수 있는데 자료수집방법 변경에 

따른 반 인 통계품질 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4-3 참조). 

구 분 현재 방법
Ⅰ안 Ⅱ안

조사익년 완료 조사당년 완료

조사방법
조사당년 4회 

분할조사

조사익년 1회 

분할조사

조사당년 1회 

일괄조사

사업계약 방법 1회 일괄 1회 일괄 1회 일괄

조사 응답률 저조 약간 향상 많이 향상

보건소 부담
많음

(4회 공문)
약간 감소

(1회 공문)
많이 감소

(1회 공문)

의료기관 부담 중간 
증가

(전년도 자료 소급요청)
감소

(당해년 자료 미리요청)
통계시의성 중간 낮음(늦어짐) 높음(빨라짐)

〈표 4-3〉환자조사 조사방법 개선 및 장단점

⧠ 조사응답률

○ 1회 일 조사(Ⅰ안, Ⅱ안)로 환하면 조사응답률 향상이 상됨.

－환자조사는 보건소 담당자 역할이 요함. 분기별 조사 참여 

 안내가 1회로 축소되어 극 으로 역할 수행이 기 됨. 1

년 에 동일업무 반복에 따른 피로감을 이고 극 인 조사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익년도 일 조사(Ⅰ안)는 년도 자료를 요청하므로 조사응답

률이 많이 향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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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리

○ 1회 일 조사 하면 조사 리 부담이 감소됨.

－조사의 양 보다 조사 횟수에 오는 부담이 더 큼. 1회 조사를 

한 철 한 비를 할 수 있고 Web조사가 어려운 기 은 종

이조사표 발송, 화독려, 작성수수료 지 이 1회로 축소되어 

업무가 간편함.

⧠ 통계결과의 시의성

○ 조사수행 시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조사 익년 조사수행(Ⅰ안): 통계결과가 늦게 공표되므로 환자조

사의 경쟁력이 떨어짐.

－조사 당년 조사수행(Ⅱ안): 통계결과가 재보다 6개월 이상 

빨라지므로 경쟁력이 증가함.

⧠ 의료기  조사부담

○ 조사수행 시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조사기  익년조사(Ⅰ안): 년도 자료를 소  요청하므로 의료

기  조사 부담이 증가함.

－조사기  당년조사(Ⅱ안): 의료기  조사 부담이 음.

2) 의료기관 종별 조사항목 특성화 

환자조사는 1953년부터 2011년까지 총 21회 조사가 시행되었고 환자

조사 조사항목은 조사 기 내용과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환자조사 시

작 기와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의료이용의 양 인 확

와 의료기록 정보화도 많은 발 이 있었다.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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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새로운 통계수요가 발생한다. 즉 의료환경 변

화를 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항목의 개

발이 필요하다. 최근 한의사가 많은 배출되면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

이 확 되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요양의료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부응하여 의

료이용 특성을 악하는 조사항목 추가가 필요하다. 미국은 장기요양에 

한 의료이용 악을 하여 가정간호  호스피스 진료소 조사, 싱

홈 조사, 주거요양 시설조사 체계를 통하여 장기 요양의료이용 실태를 

악하고 있다. 조사를 통하여 장기요양 기 의 시설과 인력, 이용자 만

족도가 조사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인구고령화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요양 의료이용 심의 새로운 자료수집 체계개발이 필요하다. 

환자조사는 2012년에 의료기 종별 의료이용 특성이 악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일부를 개편하 다(표 4-4 참조). 

그동안 모든 의료기 에서 동일한 조사내용을 조사하 으나 치과와 

한방, 요양병원의 의료 특성을 일부 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개선하

다. 그러나 아직 기 단계로. 의료기  종류별로 조사 내용을 더욱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표 종류 추가조사 항목 및 코드체계

치과 외래환자
∙내원목적(1. 치료, 2. 보철(임프란트 포함), 3. 교정,  
  4. 검진, 5. 예방치료, 6. 기타) 

한방 외래환자 ∙양한방협진(1. 협진 함, 2. 협진 안함)

요양병원 퇴원환자
∙일상생활수행능력(ADL)(식사하기, 체위변경, 옮겨않기, 화장실 

사용 평가내용 기입)

〈표 4-4〉2012년도 환자조사 추가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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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경험 조사표 개발

그동안 의료이용통계는 공 자 심의 자료생산과 통계에 주안 이 

있어왔다. 환자조사 한 의료공 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조사로. 의료기

에 기록된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자료가 수집된다. 그런데 의료공 자

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평가에 정보 비 칭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 소비자에 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두된다. 

환자의 인지도, 만족도 등 환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에 한 의견과 질

이 악될 수 있는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만족도 조사가 간

헐 으로 수행되었으나 부정기 으로 수행되어 체계성을 갖는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통계지표 생산을 해서는 새로운 조사체계를 구축하

거나 기존의 조사체계 안에서 환자 심으로 의료이용 경험에 한 만

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표성 있는 환자조사에 

부가하여 공 자 부문에 부가하여 환자가 응답하는 조사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이용 경험은 국민건강조사 등 가구조사를 통해서도 자료

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구조사는 의료이용 경험 발생이 많

지 않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AHRQ

에서 실시하는 HCAHPS(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 조사는 병원 의료서비스에 한 환

자 만족도가 조사된다. 간호사  의사와의 의사소통, 병원직원의 친

도, 환경의 청결  정숙도 등에 하여 환자의 의료이용 만족도가 조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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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개선

1) 목표 모집단의 확대

표본조사에서 모집단(Population)은 추정하고자 하는 상이다. 퇴원

손상심층조사는 표본틀(Sampling Frame)을 100병상 이상 성기 병원

으로 하고 있어 퇴원손상심층조사가 추정하는 환자는 국민 체 퇴원손

상 환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와 환자조사는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 요양기 명부

를 표본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조사는 병원 부를 조사하고 퇴원

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 병원을 표본조사 한다. 환자조사는 자료 

수집을 표본추출 당해 년에 하고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익년에 수집하므로 

환자조사 조사결과는 퇴원손상심층조사보다 최소 6∼12개월 빠르다. 2

단계 표본추출에서 환자조사는 특정 월에 퇴원환자 체를 조사하는 반

면에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연간 퇴원환자 자료셑에서 계통추출로 표본 환

자를 추출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로 국민 체의 퇴원손상 환자를 추정하기 해서는  

설계 모집단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설계 모집

단  표본수 확 는 많은 조사 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제 3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제외되는 환자에 

한 정보를 환자조사 등 기타 의료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퇴원손상

심조사가 포 하지 못하는 퇴원손상 환자를 추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틀은 환자조사 표본틀의 부분집합으로 두 조사 

간의 연계를 통하여 조사되는 않는 퇴원손상 환자수 추정이 가능하다. 

두 조사 간에 표본설계 정보 공유를 통하여 퇴원손상심층조사가 포 하

지 못하는 의료기  규모를 악할 수 있다. 특히 의원  의료기 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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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게 되는데 환자조사에서 수집된 결과

를 활용하고 100병상 이하 병원  의료기 에서 진료받은 퇴원손상환자 

규모와 속성이 악될 수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가 포 하지 못하는 퇴원환자는 원시자료를 실제 자

료에 병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는 공표된 결과를 재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조사된 원시자료 병합을 통하여 100병상 이하 

의료기 도 포 할 수 있는 원시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면 환자조사 조사결과를 퇴원손상 통계집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민 체 인 퇴원손상환자 규모를 악하고 종합 인 분석이 가

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부가조사 수집 자료수 확대

퇴원손상심층조사는 퇴원손상환자 외에 심근경색(I21∼I23)과 뇌졸

(I60∼I64) 환자에 하여 부가 인 조사를 한다. 환자의 병원 도착시간, 

과거력, 험요인, 증상  발 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부가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퇴원환자 에서 심근경색과 뇌졸  환자인 경우 부 

조사하는 방식인데 특정 질환에 하여 심층 인 자료를 추가 으로 수

집하여 정부정책  질병 리에 기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부가조사로 수집되는 자료량은 많지 않다. 조사된 환자의 

특성 추정에 표본오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조사되는 환자수를 증가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가조사 수집자료 확 는 표본 의료기 (PSU; Primary Sampling 

Unit)과 표본 환자(SSU: Secondary Sampling Unit) 추출률 모두를 증

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비용을 고려하면 표본의료

기  수 확  보다는 표본환자(SSU) 수 확 가 실 인 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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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퇴원손상환자 자료 수집

응 실은 손상환자가 많은 장소로 단순히 의료기  퇴원환자 조사만

으로 퇴원손상 응 의료 환자의 손상 악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국의 응 의료기  수는 많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응 실 의료기 조사

를 통하여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응 의료기 의 손상환자 통계가 생산되

는 조사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응 실환자에 한 조사표를 설계하여 퇴원손상과 

응 의료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이용의 환자 범 를 확장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재 응 실 퇴원손상환자는 20개 표본병원에서 자

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표성 있는 자료 수집을 해서는 기 수  객

성 있는 표본기  선정이 필요하다. 

  

4) 손상정보의 표준화 유도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환자에 한 정보수집에 특화된 조사이다. 손

상은 퇴원환자 에서 환자수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 의료기 조사 외에

도 경찰청 등 다른 기 에서도 손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퇴원손상심층

조사는 퇴원환자 에서 손상  독(표 질병사인분류 S, T코드) 환자

에 하여 심층 으로 외인정보(손상의도성, 손상발생장소, 손상시활동, 

손상기 , 손상발생일), 손상유형별 정보(운수사고유형, 자살 험요인, 자

살동기, 독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환자조사의 경우는 손상 

 독 환자의 경우 퇴원손상심층조사와 동일하게 표 질병사인분류가 

S, T코드인 경우 “상해원인”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손상원인 

분류가 퇴원손상심층조사와 다르게 조사되고 있어 통계의 활용에 제약이 

있다(표 4-5 참조). 손상 련 의료기 조사에서 손상기  등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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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는 표 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손상환자수  

손상원인 등 련 통계를 해서는 련 조사 간에 수집자료 항목의 분

류체계에 통일이 필요하다.

퇴원손상심층조사(손상기전) 환자조사(상해원인)

 0) 운수사고

 1) 성폭행

 2)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3) 부딪침

 4) 자상, 베임, 절단

 5) 총상

 6) 불, 화염, 열

 7) 질식

 8) 익수

 9) 중독

98) 기타

99) 미상

01) 자동차 교통사고

02) 기타의 교통사고

03) 운동중의 사고

04) 불의의 전도 추락사고

05) 기계, 흉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06) 농약, 가스, 유독동식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07) 자상(고의적인 경우)
08) 타상(고의적인 경우)
09)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고

10) 미상

〈표 4-5〉손상원인 분류방법

자료: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지침서, 질병관리본부, 2008
     2010년도 환자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 가구조사의 개선

  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개선

1) 표본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

한국의료패 조사는 350개 조사구 약 8,000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서 지역(16개 시도)과 지역의 동

부  읍면부를 층화변수로 하여 확률비례집락추출로 표본가구를 선정하

고 2012년 상반기까지 총 7회(Wave) 조사가 실시되었다. 



120∙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부분 패 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 으로 한국의료패 조사 한 조

사 Wave가 진행되면서 표본에서 이탈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2012

년 상반기 조사의 표본유지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상반기 원

(Original) 표본 7,866가구 비 70.5%로 4년 사이에 29.5% 가구가 

표본에서 이탈 하 고 가구원 표본 이탈은 가구 표본보다 더욱 크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 유지를 한 책이 필요하

다(표 4-6 참조). 

표본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이탈 표본 수 만큼 새로 추가하는 방

안 는 3년 주기로 1/3 만큼 표본을 교체하여 3년 후 표본을 완  교

체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 다(오주환, 2011).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가구

응답가구수 7,866 7,201 6,798 6,432 6,283 6,044 5,856

표본유지 

가구수
7,866 7,169 6,727 6,314 6,088 5,798 5,549

원가구 대비 

표본유지율
- 91.14% 85.52% 80.26% 77.40% 73.71% 70.54%

가구원
가구원 

표본유지율
90.7% 83.9% 77.1% 73.3% - -

〈표 4-6〉한국의료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

자료: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한국의료패 조사 표본 유지에 참고될 수 있는 외국 조사로 미국 의

료패 조사(MEPS; The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의 가구부

문 조사(HC; Household Component)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MEPS 표본은 2년 단 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패  가구는 2년간 5회

(Wave)의 조사에 참여하고 매년 체 표본의 약 1/2을 추가하여 일정 

규모 이상 표본 수가 유지된다. 한 MEPS 표본은 미국 국민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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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표본에서 부차표본(Sub Sample)으로 선정하므로 국민건강조사

에서 수집한 정보와 연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건강 양

조사가 있지만 한국의료패 조사와는 연계되지 않고 표본 수는 약 

12,000가구로 한국의료패 조사의 부차표본 추출에 충분한 표본 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 양조사는 오랜 역사의 보건분야 가

구조사로 의료이용과 련된 다양한 변수가 수집되고 있어 한국의료패

조사 조사설계에 국민건강 양조사의 표본  조사항목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보건분야 문 통계기 인 국가보건통계센

타(NCHS)가 보건의료 통계조사 반을 기획하고 있어 련 조사들 간

에 연계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림 4-2〕MEPS의 가구부문 조사방법

자료: Sample Design of the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Household Component, 2008

한국의료패 조사의 표본 유지는 실 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표본의 추가 는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 매년 표본의 추가 는 

재설계는 가 치 조정이 복잡해지고 조사구 리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

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350개 조사구 약 

8,000가구를 추출하고 3년 단 로 표본 이탈이 많은 175개 조사구를 

교체하는 방안이 실 이며 패  가구는 5년간 조사에 참여한 후 부 

교체되도록 하여 패  가구  가구원의 조사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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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료비 추계의 중심 자료원

국민의료비는 한 국가가 의료서비스, 재활치료, 보건의료용구의 구입, 

보건의료 시설투자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의미한

다. 의료이용통계는 의 으로는 환자 치료의 결과 악이 심이었으

나 보건경제학 , 의료 근의 형평성 측면에서 치료  방, 시설 투자 

등에 지출한 체 비용 한 주요 심사가 된다. 이러한 에서 각국

은 국민의료비를 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OECD를 비롯한 국제기

구 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비교에 심을 갖고 통일된 방법으로 국

민의료비가 추정되도록 SHA(System of Health Account)를 개발하여 

국민의료비 통계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환자조사 는 퇴원손상심층조사와 같은 의료기 조사는 의료이용 비

용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서 의료경제학  연구의 자료 활용에 제한 이 

되고 있다.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악은 의료기 의 경 정보 일부가 

제공되는 것으로 자료수집에 거부감이 있어 그동안 조사방법 개발에 소

극 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성숙되면서 의료 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환자에 한 

진료비 자료가 수집되고 있어 국민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자료에

서 악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를 하여 사용한 교통비, 간병비 등 간

인 비용과 개인이 건강증진을 하여 구입한 한약재 비용 등은 

악되지 않아서 가구 지출 체 의료비를 악하고 의료이용 련 개인

인 속성이 악될 수 있는 자료수집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러한 필요성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의료패

조사를 통하여 가구 지출 보건의료비를 락 없이 악할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 되었다. 

OECD 국민의료비 에서 가계직 부담의료비 산출은 요한 부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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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양조사(보건복지부), 한국의료패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

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료패 조사의 주요 조사목   하나는 안정 인 국민의료비 

추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주된 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가계(동향)조사의 

보건의료비 비용에 공 자별 가계본인부담의 법정본인부담과 비 여 본

인부담 비율을 정하는 간 매개 인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이다(그

림 4-3 참조). 조사목 에 부합되도록 보건의료비 추정에 심 인 자료

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료패 조사는 내부 으로 간 의료비

를 포함한 건강보험에서 악되지 않거나 락되는 의료비가 조사되면서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의하여 자료가 수집되도록 하는 것이 요

하다. 

〔그림 4-3〕SHA 개인의료비 기능-공급자 구성

자료: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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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인 조사 설계 

한국의료패 조사는 국민건강 양조사와 통합 인 조사설계와 정보의 

연계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 국민건강 양조사와 한국의료패 조

사는 동일하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하고 있으므

로 일차 으로는 표본추출을 한 표본틀의 포 범 , 모집단층화와 추

출률 등이 연계성을 갖고 설계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게 생산된 

통계 자료는 가구 는 개인 단 의 직 인 연계는 어렵다하더라도 

성, 연령, 경제 상태 등 집단 간 연계 분석이 가능하고 편향이 감소된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 으로는 한국의료패 조사와 국민건

강 양조사와의 조사항목 설계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 방안 마련

한국의료패 조사 자료의 활용 목표  하나는 건강보험자료와의 연

계이다.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는 확정  연계와 확률  연계가 있을 수 

있다. 확정  연계는 두 자료 간에 공통 인 식별자를 사용하여 연계하

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번호, 건강보험증번호를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된 모든 가구로부터 완 하게 개인식별 번호를 

오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확정  연계와 함께 확률  연

계를 활용한 자료 간 연결이 시도되어야 한다. 아직 기 인 연구가 진

행되는 상태로 실제 인 사업을 통하여 문제 과 결과에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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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자료 활용의 개선

  가. 건강보험자료 활용의 개선

1) 표준적 자료셑 구축 및 보급

그동안 건강보험자료 활용은 매년 발간되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활용

하거나 는 개별 으로 원시자료를 요청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 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운 에 한 결과물로 다양한 의료이용통

계 수요를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통

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표본자료를 구축하

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환자표본자료를 통하여 방 한 건강보험 

진료비청구자료에 근하여 다양한 통계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명세서 

단 로 구축된 일로 진료내역과 지불한 진료비 악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질환별 통계, 퇴원환자 통계 생산에 자료가 합하

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명세서 자료를 기 로 하여 질환별 일, 

개인별 일, 의료기 별 일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퇴원환자의 

진단과 재원일수는 최종 진단과 의료기 에 머무른 기간을 의미하는 것

으로 진료비명세서 단  자료는 통계생산에 합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이용통계는 질병 에피소드 통계가 기 로 진료비 명세서로부터 

질병 에피소드 일을 구축하여 외래  퇴원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

탕으로 개인 일을 구축하여 개인의 의료비, 개인별 질환의 진료 내역 

진료횟수 진료내역에 한 통계 생산이 가능하다(그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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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건강보험자료의 에피소드 구축

자료 : 환자표본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지표의 개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 발 을 하여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통계 생산은 수집되는 자료량이 많아야 하고 

생산하고자하는 지역별로 빠짐없이 일정 수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의료기 조사 자료를 지역별통계 생산에 활용할 경우 표본오차가 

크게 되어 신뢰성 높은 통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별 의료이용통

계 생산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일부 자료에서 수집되지 않는 의료

이용이 있지만 시의성 있게 많은 자료가 수집되는 건강보험자료 활용에 

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수요에 부응하고자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를 근간으로 시·도와 시·군·구별 의료이용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청구자료를 단순 집계한 형식으로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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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계명

전체 의료이용

환자의 지역의료기관 이용비율

의료기관의 지역환자 이용 비율

보험종류별 이용 현황

연령별/성별 이용 현황

상위 10 상병 구성비

주요 질병 치료 유병률

고혈압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

당뇨병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

해당지역 의료이용

보험 종류별 이용 현황

상위 10 상병 구성비

상위 10 상병 구성비

고혈압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l

〈표 4-7〉지역의 의료이용 통계 수요

에 미흡한 통계가 되고 있다. 재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내용은 각 시·

군·구의 건강보험 용인구 황과, 보험료 황, 주요 건강보험  의료

여 실 , 가입자별 내  외 진료실 , 진료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별 순  등과 련된 질병통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에서 보다 유용한 통계가 되기 해서는 주요 지표 심의 통계

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필요한 통계가 제공

되어야 한다. 인구고령화와 만성병 리에 필요한 의료이용 통계로 당뇨

병, 고 압, 염, 신생물 등에 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가 필요하다. 

의료이용통계는 지역의 외래  입원 환자수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질환별 의료이용에 한 통계가 생산될 때 통계의 효용성이 향상된다. 

의료보장 종류별 이용 황, 성·연령별 이용 황, 상  10  의료이용 질

병, 주요 질병 통계와 보건기  심으로 의료이용실태 악과 보건사업

별 등록 환자수  연간 방문일수 등에 한 의료이용 정보도 필요하다

(표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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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계명

당뇨병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

보건사업별 연인원 및 등록률

보건사업별 등록환자 연간 방문일수

보건의료비 비율

연간 예산 중 인건비 비율

연간 예산 중 경상사업비 비율

공공 예산 중 보건의료비율

민간 대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자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 보건복지부, 2009.

3) 희귀질환에 대한 통계생산 

희귀질환은 발병 환자수가 매우 은 질환으로 국가마다 희귀질환으

로 정의하는 질환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유병률이 0.043% 이하인 질환

으로 유병률 기  2만명 이하인 질환 는 한 치료방법과 체 의

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희귀질환 환자에 한 정부의 지원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원 

의료비의 규모와 치료를 요하는 의료기  지정 등 정부 지원에 앞서 실

태 악이 필요하므로 정기 인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 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희귀질환 통계는 환자 발견 확률이 매우 기 때문에 의료기  는 

가구조사에 의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비용이 소요

되지 않으면서 많은 자료수집이 가능한 자료로부터 통계가 생산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자료는 희귀질환에 한 환자수 추

정과 련된 정책에 필요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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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의료이용자료 활용

  가. 의료이용 질 지표생산 

각국은 보건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하여 나름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

여 사용하고 있다. 보건의료 질은 개인 는 집단에 행해지는 보건의료

가 목표하는 건강성과를 얻고 문 인 지식에 일치하여 보건의료가 행

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질 

지표는 많은 부분 의료기 의 환자 진료기록에 기 하여 생산이 가능하

다. 의료이용 질 지표 내용은 통일된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의료에서의 

요성, 생산가능성, 비교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작성방법이 

동일하지 않다.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 운동에 부응하여 회원국 간의 보건의료 

질을 비교 평가하기 하여 2001년부터 OECD HCQI(Healthcare 

Quality Indicator) 로젝트를 수행하고 최근에 각국에 보건의료 질 지

표를 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OECD HCQI는 일차의료

(Primary Care), 암진료(Cancer care), 성기진료(Acute Care), 정신보

건(care for mental disorders), 환자 안 (patient safety), 환자 경험 

지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여 많

은 지표를 제출하고 있다. 보건의료 질의 측정은 많은 부분 의료기 에

서 보유하거나 생산되는 자료를 근간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OECD 보건

의료 질 지표는 회원국들이 공통 으로 제출 가능한 통계 심으로 구

성된다. 의료기 에 행해지는 보건의료 행  에서 어떠한 지표를 질을 

평가하기 한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에 한 논의를 거쳐서 질 지표의 

개념  틀이 구축되었는데 요성, 과학  신뢰성, 사용 가능성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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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보건의료 질 지표가 선정된다. 다시 말하면 그 지표가 의료이

용에서 요한 부분이며 과학 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다

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생산에 비용  부담이 어야 한다. 보건의

료 질 지표 생산에 우리나라는 암등록 자료, 건강보험자료, 가구조사 자

료가 활용되고 있다. 

OECD 제공 보건의료 질 지표는 많은 부분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 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생산하는데, 특정 질환에 한 사망률 산출은 

환자의 진료 정보와 사망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사망여부는 건강보험 

자격 자료에 연계하여 특정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사망을 악한다. 

암 생존 자료는 암센타의 암등록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는 각국이 회원국 간의 논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최소의 항목으로 각 국가는 보건의료 질 지표를 가질 수 있다.

의료이용 질 지표는 표성이 있고 련성 많은 자료를 활용한 지표 

생산이 필요하다. 를 들면 D.P.T, 홍역 방 종 질 지표가 국출산

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65세 이상 독감 방 종 통계가 국노인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표성 있는 가구조사인 국민건강 양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

를 활용한 질 지표 생산으로 환이 필요하다. 한 검진 통계 한 

표성이 있는 자료 수집을 해서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자료 활용이 검

토되어야 한다. 

OECD 질 지표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련한 질 지표 생산을 추진하

고 있다. 개인경험 질 지표는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 지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심이 

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

표의 생산을 해서는 체계 인 조사가 주기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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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험 련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은 의료이용 환자를 상으

로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는 등록 자료로는 지

표생산이 불가능하다. 지표 생산을 해서는 새로운 조사체계를 구축하

거나 기존의 조사체계 안에서 환자 심으로 의료이용 경험에 한 만

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표성 있는 환자조사에 

부가하여 수요자(환자) 조사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모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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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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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적인 의료이용통계 생산계획

의료이용통계는 여러 기 에서 개별 인 계획과 설계로 생산 된다. 통

계조사 목 이 일부 상이한 이 있어도 자료를 수집 하는 상이 동일

한 경우 유사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의료이용조사 는 자료를 비교하여 각 자료의 특

성과 장단 을 분석 하 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간의 연계  통계 자

료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일단 시작된 통계조사는 조사 목

과 조사 내용에 변화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 에 통합 인 

계획 하에 통계조사가 설계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통계승인과 통계품질진단 제도로 통계조사 간의 복성을 

배제하고 통계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

료통계 반에 한 내용을 악하고 복성을 단하는 것은 쉽지 않

다. 따라서 의료이용통계는 문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개별 통계생산 계획에 하여 사 에 심의하는 기능을 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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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특성별 통계의 개발

의료이용통계는 의과 진료 심으로 통계가 발 하 다. 최근 한방 병

의원의 많은 개설로 체 의료이용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 이 커지고 

인구고령화와 의료보장 확 로 장기요양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재의 의료기  체에 한 일 인 조사 항목은 의료기  종별 진료 

특성을 악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의료기  종류별 진료의 특성이 

악될 수 있는 의료기  종류별 조사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3. 등록제도의 활성화

의료이용통계가 한 단계 발 하기 해서는 등록제도를 활용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는 암 등록 제도를 통하여 암 련 통계

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 압, 당뇨에 한 등록 제도를 시범

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개인특성 정보가 수집되기 해서는 

의료기 조사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부 이고 활용성 많은 통계가 효

율 으로 생산되기 해서는 등록제도를 활용한 통계자료 수집이 필요하

다.

4. 의료정보 표준화

다양한 의료이용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WHO, OECD 등 국제기구

에서 제시하는 진단  수술분류 외에는 표 화된 의료이용  행 에 

한 분류  코드체계가 없다. 한방의 경우 양방에 응되는 진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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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되고 있어 통일된 진단 코드로 자료 구축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한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술 행 에 한 부분은 표 화  코드 

체계가 확립 되지 않아서 통계가 생산되기 어렵다. 한방, 치과, 요양진료

에 한 진단 분류 외에 각종 진료 행 에 한 표 화  자료수집 지

침 개발이 필요하다.

5. 기본적인 보건통계전담 기관의 설립

장기 으로 의료이용통계 발 을 해서는 보건의료통계 반을 기획

하고 통계생산 우선순 를 결정하며, 생산된 통계를 리하고 보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 이 설립이 필요하다. 

보건통계 담 기 은 보건의료통계의 반  기획  수요 악, 보건

의료통계 원시자료  통계결과의 집 리, 보건의료통계의 기   표

의 설정, 의료이용통계 자료의 심층분석, 의료이용통계의 조정  공

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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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통계종류 일반, 보고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활용

○ 국민에게 수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고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수술과 인구사회학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및 장기적 

통계관리를 통한 수술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의료비 재정절감 기여

작성내용(조사내용)

○ 수술현황(총괄)
- 수술건수, 입원일수, 진료일수, 진료비, 공단부담금, 건당진료비, 

건당급여비, 10만명당 수술건수

○ 성/연령별 수술현황

- 수술건수, 입원일수, 진료일수, 진료비, 공단부담금, 건당진료비, 
건당급여비, 10만명당 수술건수

○ 의료기관종별 수술현황

- 수술건수, 입원일수, 진료일수, 진료비, 공단부담금, 건당진료비, 
건당급여비, 10만명당 수술건수

○ 지역별 수술현황

- 수술건수, 입원일수, 진료일수, 진료비, 공단부담금, 건당진료비, 
건당급여비, 10만명당 수술건수

○ 환자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소재지별 수술 분포현황

- 수술건수, 입원일수, 진료비, 공단부담금

○ 주요수술별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순위

- 수술건수, 입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건당진료비, 건당입원일수

작성대상(조사대상) 
매년 보험가입자가 청구한 의료비 청구건수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부문 중 OECD에서 작성하고 있는 주요수술통계(33개 수술)를 

대상으로 작성

〈부표 1〉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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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

작성방법

(조사방법)

○ 작성방법

-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등 제서식 기재사항을 집계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을 집계

○ 작성체계

-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통계종류 일반, 보고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전국민의 지역별 의료이용자료를 보유한 공단으로써 

통계수요자에게 적절하며 신속한 통계제공의 필요성

○ 급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별 의료이용, 질병치료실태 등의 

통계요구의 충족

작성내용(조사내용)

○ 적용인구 현황(시군구별, 가입자별, 업종별, 직종별)
○ 요양기관 현황(시군구별, 요양기관종별, 소재지별, 의료인력)
○ 보험료 현황(시군구별, 월부과, 월징수, 연간부과액, 연간징수액 

평균 징수율)
○ 급여실적(시군구별, 관내‧관외, 요양기관종별, 보건기관, 연령별, 

성별, 보험종별)
○ 질병통계(시군구별, 전체요양기관, 보건기관, 다빈도15상병, 

중증질환별, 진료일자, 고혈압, 당뇨)

작성대상(조사대상)

○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1년간 시군구별 주요 건강보험 실적을 가입자별, 보험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대상기간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인구(가입자) 및 실적

표본설계

작성방법(조사방법)

○ 작성방법

-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등 제서식 기재사항을 집계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을 집계

○ 작성체계

-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표 2〉지역별의료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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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통계종류 일반, 보고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자료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내용(조사내용) ○ 성, 지역, 수진건수, 질병명 등

작성대상(조사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자료, 의료급여청구서

표본설계

작성방법(조사방법)

○ 작성방법

-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등 제서식 기재사항을 집계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을 집계

○ 작성체계

-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표 3〉건강보험통계

작성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연구팀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건강보험의 보장성 실태 파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책평가자료로 활용

○ OECD Health Data 생산시 세부 상병별 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내용(조사내용)

○ 의료기관 조사표

  - 일반사항, 급여 진료비 내역, 비급여 진료비 내역, 
총 진료비 내역

○ 약국 조사표

  - 일반사항, 급여 진료비 내역, 비급여 진료비 내역, 
총 진료비 내역

작성대상(조사대상) ○ 요양기관(개인)

표본설계

○ 모집단 : 최근 3개월 동안 진료실적이 있는 기관(의원급과 

약국은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주요 전산청구 프로그램 업체를 

이용하는 기관으로 한정)
○ 표본설계 : 층화계통추출법

○ 모수추정 : 가중치를 이용한 모수 추정

〈부표 4〉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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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조사방법)

○ 조사방법 : 환자들의 세부 진료비 내역을 전산파일로 제출 방식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표본기관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문발송) ⟶ 요양기관(자료작성, 이메일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정비 ⟶ 분석(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 조사와 관련한 조사표 등을 사전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조사대상기간에 입력 후 이메일 송신)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통계종류 일반, 가공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민의료비 재원, 공급, 기능별 

지출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국내외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 및 

비교로 보건의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내용(조사내용)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용을 기능별, 재원별 및 공급자별로 

분해하여 작성(최종결과표 3종 : 기능별-재원별 

의료비지출규모, 기능별-공급자별 의료비지출규모, 
공급자별-재원별 의료비지출규모)

작성대상(조사대상) ○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

표본설계

작성방법(조사방법)
○ 작성방법 : 기존의 통계를 활용한 추계

○ 작성체계 : 연구기관 용역 ⟶ 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

〈부표 5〉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퇴원 손상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손상환자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손상 예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작성내용(조사내용)

○ 의료기관 및 환자정보 7개 항목

○ 질환 및 치료정보 9개 항목

○ 손상외인정보 5개 항목

○ 중점손상정보 3개 항목

작성대상(조사대상)
○ 1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일반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모든 

환자

〈부표 6〉퇴원손상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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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

○ 표본추출

- 모집단

(1) 목표모집단 : 전국 종합병원,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모든 환자

(2) 조사모집단 : 전국 1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일반병원으로 

종합병원, 병원(요양, 노인, 보훈, 국군, 재활 및 단과병원 

제외), 보건의료원을 포함

- 추출틀 :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27,594개 

의료기관 중에서 1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일반병원으로 종합병원, 
병원(요양, 노인, 보훈, 국군, 재활 및 단과병원 제외), 
보건의료원 561개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

- 층화

(1) 지역 : 16개 시도

(2) 병상규모 : 4개(100~299, 300~499, 500~999, 
1,000병상 이상)

- 표본크기

(1) 1차 추출단위 : 전국 170개 표본병원

(2) 2차 추출단위 : 2차 추출단위는 표본병원 내의 2007년도 

퇴원환자이며, 병원별 총퇴원환자수, 퇴원환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전산화 여부 등에 따라 2차 추출단위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

․의료정보 전산화병원의 경우 연간 총퇴원환자수의 약 9% 
(최소 600명, 최대 6,000명)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의료정보 비전산화병원의 경우 병상수가 100~199병상은 

300명을 추출하고, 200~299병상은 420명 추출, 300병상 

이상은 540명 추출함

- 퇴원환자 추출방법

   의료정보 전산화병원의 경우 먼저 총 퇴원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퇴원일자, 성별, 연령대 기준으로 정렬한 후 추출할 퇴원환자 

총수, 추출 간격을 계산하여 표본환자를 추출하고, 의료정보 

비전산화병원의 경우 총퇴원환자 명부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어 
퇴원일자, 성별, 연령대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한 경우라면 

정렬시키고 정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입된 순서를 

기준으로 환자별 번호를 부여한 후 병상규모에 따라 추출해아 

하는 연간 표본환자수와 추출간격을 결정하여 표본환자를 추출

○ 추정방법

- 퇴원환자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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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별 데이터에 기초한 총계 추정

    
  




 




 



 ∙ 

- 환자별 데이터에 기초한 세부영역별 추정



148∙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 

작성방법(조사방법)

○ 조사방법 : 의료정보 전산화병원은 의무기록부서, 전산실 등을 

통해 조사자료를 전산적으로 추출하여 파일을 전송하고, 의료정보 

비전산화병원은 의무기록조사 전문연구원이 해당 표본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조사지 작성

○ 조사체계 : 표본병원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과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

작성주기 5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작성내용(조사내용)

○ 병‧의원 : 일반사항(기관종류, 환자수, 병상수, 병실현황 등), 
의사인력(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일반의, 한의사, 치과의사, 
기타), 각종 보유장비 현황

○ 약국 : 일반사항, 일평균 처방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 인력현황 등

○ 국민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항목

- 의료이용 총 환자수 및 재원일수, 진료비, 
진료특성별‧지역별‧성별‧연령별‧소득수준별‧진료과목별‧상병별‧중

증도별‧의료보장별‧의료기관유형별‧의료이용 상세현황, 응급실 등 

이용현황

작성대상(조사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요양기관(전수조사) 및 기준년도에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진료 개시일이 4일(3/15, 6/15, 
9/15, 12/15)에 해당하는 전체 환자

표본설계

작성방법(조사방법)

○ 조사방법 : 온라인 입력 및 추정(조사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하여 추정식에 

의한 추정)
○ 조사체계 : 의료기관(입력) ⟶ 시‧군‧구 ⟶ 시‧도 ⟶ 

[용역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의료자원과)

〈부표 7〉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부 록∙149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에서의 의료기관 현황과 

일정 기간 동안에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를 조사하여 

성별‧연령별‧의료기관종별 및 상병별 환자수, 수진율, 진료비 

지불방법 등 국민들의 질병‧상해 양상과 의료이용실태를 파악,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작성내용(조사내용)

○ 기관조사표(조사표Ⅰ)
- 기관명, 소재지, 설립구분, 환자수(외래, 입원, 퇴원), 가동병상수, 

주요의료장비, 분야별 의료종사자수 등

○ 외래환자조사표(조사표Ⅱ)
- 성별, 연령, 주소, 질병분류, 투약처방, 진료비지불방법 등

○ 퇴원환자조사표(조사표Ⅲ)
- 성별, 연령, 주소, 질병분류, 입원일자, 퇴원일자,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 진료비지불방법 등

작성대상(조사대상)

○ 전수부문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조산원

○ 표본부문

-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본설계

○ 모집단 : 2008년 11월 23일 현재 개설중인 57,133개 의료기관

○ 표본설계

- 표본수 : 8,698개 의료기관

- 표본추출방법

(1) 일반의원 : 총 26,217개 의원을 의사수와 주 진료과목에 

의하여 전수조사층과 표본조사층으로 나누고 전수조사층에 

속한 619개 의원과 나머지 25,598개 의원 중에서 3,070개 

의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총 3,689개 의원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

(2) 치과의원, 한의원 : 의사수가 3인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전수 추출하고, 나머지 의원은 시, 군, 구별로 나열한 후 

시도별 추출률을 다르게 하여 표본 추출

(3) 보건지소 : 보건지소가 없는 광주를 제외하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은 보건지소가 매우 적어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전은 1/2의 추출률을 적용함. 그 이외의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1/5, 충남, 전북 1/7, 전남, 경북 1/8, 경남 

1/6, 제주 1/2의 추출률을 적용함.

〈부표 8〉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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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추정

- 방법 : 각 시‧도별로 층별 환자수를 먼저 추정한 다음 이 층별 

환자수를 더하여 각 시‧도별 환자수 추정치를 산출, 또한 각 

시‧도의 추정 환자수를 더하여 전국의 환자수 추정치를 구함

- 추정공식 : 어떤 특성 X를 갖는 환자(또는 어떤 다른 단위)의 

총수추정치 는

    




  

    






위의 공식에서,
    : 전체 의료기관수

   : 조사완료 의료기관수(전수조사의 경우    )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 의료기관 종류를 나타내는 첨자

    : 전수조사대상과 표본조사대상을 나타내는 첨자

   : 조사대상 의료기관을 나타내는 첨자

○ 표본오차

   

 

  


 


    






     




    


×

위의 공식에서,
   =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

    = 표준오차를 나타내는 기호

    = 상대표준오차를 나타내는 기호

작성방법(조사방법)

○ 조사방법 : 시‧도 및 보건소를 통하여 배부된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무기록실장 등)가 직접 

작성

○ 조사체계 : 병‧의원 ⟶ 시‧군‧구 ⟶ 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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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통계종류 지정, 조사통계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조사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 

산철

○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등 보건정책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공

작성내용(조사내용)

○ 건강설문조사

- 가구조사표

(1) 가구원공통 : 성별, 실제 생년월일(연령), 결혼경험, 결혼상태, 
응답자와의 관계, 가입건강보험 종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2) 가구공통 : 가구 내 동거인수, 가구의 세대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거주주택형태, 가구 총 소득

- 건강설문조사표 : 성인

(1) 이환 : 주관적 건강수준, 최근 2주 동안 이환여부, 최근 2주 

동안 이환일수, 천식 이환여부, 운동성 천식 이환여부, 
(질병별)이환여부, (질병별)현재 이환여부, 
(질병별)의사진단여부, (질병별)의사진단시기, 
(질병별)치료여부, 혈압조절약 정기적 복용여부, 고지혈증 

정기적 약복용여부, 뇌졸중 후유증 이환여부, 결핵 

주치료기관, 천식 정기적 치료여부, 당뇨병 치료여부, 당뇨병 

치료방법,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여부,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장소, 당뇨병관리교육 이수여부, 당뇨병관리교육 

이수장소, 관절염관리교육 이수여부, 관절염관리교육 

이수장소, 천식관리교육 이수여부, 천식관리교육 이수장소, 
무릎관절통 여부, 무릎관절 통증정도, 최근 3개월 동안 30일 

이상 무릎강직여부, 무릎강직 지속기간, 최근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엉덩관절통 여부, 엉덩관절통증 정도, 최근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요통여부

(2) 의료이용 :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여부,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이유, 최근 2주간 외래이용 

여부, 최근 2주간 외래이용 횟수,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이용이유, 질병명,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 만족도, 최근 1년간 입원이용 여부, 최근 1년간 

입원이용 횟수,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이용이유, 
질병명, 입원기간,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만족도, 최근 2주간 약국이용 여부, 최근 2주간 

약국이용 횟수, 구매약품 종류

〈부표 9〉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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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여부,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진여부, 최근 2년간 수검 건강검진 종류, 
위암검사여부, 가장 최근 위암검사시기, 유방암검사여부, 가장 

최근 유방암검사시기, 자궁경부암검사여부, 가장 최근 

자궁경부암검사시기, 대장암검사여부, 가장 최근 

대장암검사시기, 간암검사여부, 가장 최근 간암검사시기, 최근 

2년간 암검진 수진여부, 최근 2년간 수검한 암검진 종류

(4)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활동제한여부, 활동제한이유, 최근 

1달 동안 와병여부, 최근 1달 동안 와병일수, 최근 1달 동안 

결근결석 여부, 최근 1달 동안 결근결석일수, 
운동능력(EQ-5D), 자기관리(EQ-5D), 일상활동(EQ-5D), 
통증/불편감(EQ-5D), 불안/우울(EQ-5D), EQ-vas

(5) 손상 및 사고중독 : 발생여부, 발생횟수, 발생시기, 발생이유, 
의도성, 치료기관, 와병여부/와병일수, 
결근결석여부/결근결석일수

(6) 교육 및 경제활동 : 교육수준, 취업여부, 미취업이유, 
근로종류, 종사상지위, 근로시간형태, 직업, 직장 내 지위, 
감독여부 및 감독인원, 근로계약여부, 호출근로여부, 
파견/용역업체 근로여부, 특수고용자여부, 가택근로여부, 최장 

종사직업 종류, 최장 종사직업 고용형태, 최장 종사직업 

종사상 직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근로시간, 
변형근로시간, 변형근무형태

(7) 비만 및 체중조절 : 본인인지체형, 최근 1년간 체중변화여부, 
체중감소정도, 체중증가정도, 최근 1년 동안 본인의지 

체중조절 노력여부, 최근 1년 동안 체중조절시도방법

(8) 음주 : 평생 음주여부, 처음 음주연령, 음주횟수, 음주량, 
고위험 음주빈도(남, 여 개별질문), 문제성음주-술 자제 

불가여부,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여부, 해장술 여부, 
문제성음주-음주 후 후회 여부, 문제성음주-음주 수 기억장애 

여부, 문제성음주-음주성 폭력 및 손상여부, 음주/금주 권고 

받은 여부, 음주문제 상담여부

(9) 안전의식 :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여부, 승용차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여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음주운전 여부 

및 횟수, 음주운전차량 동승여부 및 횟수, 자전거 

헬멧착용여부

(10) 정신건강 : 하루평균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정도, 
우울증상 경험여부,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여부, 최근 1년 

동안 자살시도여부, 최근 1년 동안 정신문제 상담경험여부

(11) 흡연 : 평생흡연여부, 흡연시작연령, 현재흡연여부, 
현재흡연자의 하류평균 흡연량, 가끔흡연자의 최근 1달간 

흡연일수, 가끔흡연자의 흡연한날 하루평균 흡연량, 
금연시도여부, 금연계획여부, 과거흡연자의 흡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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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흡연자의 하루평균 흡연량, 금연방법,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여부,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여부, 가정 내 흡연자 수,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시간, 금연교육경험 여부

(12) 신체활동 :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격렬한 신체활동 시간, 
중등도 신체활동 일수, 중등도 신체활동 시간, 도보일수, 
도보시간, 근력운동일수, 유연성운동일수, 일상생활활동정도

(13) 구강보건 : 치과진료 미수진여부, 치과진료 미수진 이유

(14) 여성건강 : 현재월경여부, 무월경이유, 자연폐경시기, 
인공폐경시기, 초경시기, 규칙적월경여부, 불규칙주기, 
임신경험여부, 총임신경험횟수, 자연유산경험횟수, 
인공유산경험횟수, 출산경험여부, 첫출산시기, 마지막출산시기, 
출산방법, 자연분만횟수, 제왕절개분만횟수, 조산분만횟수, 
최소 한달이상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경구피임약 총 복용기간, 
최소 한달이상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 처음 여성호르몬제 

복용시기, 여성호르몬제 총 복용기간, 양측난소절제술 여부, 
양측난소절제술 받은 시기

- 건강설문조사표 : 청소년

(1) 이환 : 주관적 건강수준, 최근 2주 동안 이환여부, 최근 2주 

동안 이환일수, (질환별)의사진단여부, (질환별)의사진단시기, 
천식 이환여부, 운동성 천식 이환여부, 천식 정기적 치료여부

(2) 의료이용 :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여부,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이유, 최근 2주간 외래이용 

여부, 최근 2주간 외래이용 횟수,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이용이유, 질병명,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 만족도, 최근 1년간 입원이용 여부, 최근 1년간 

입원이용 횟수,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이용이유, 
입원기간,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만족도, 
최근 2주간 약국이용 여부, 최근 2주간 약국이용 횟수, 
구매약품 종류

(3)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여부

(4)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활동제한여부, 활동제한이유, 최근 

1달 동안 와병여부, 최근 1달 동안 와병일수, 최근 1달 동안 

결근결석 여부, 최근 1달 동안 결근결석일수

(5) 손상 및 사고중독 : 발생여부, 발생횟수, 발생시기, 발생이유, 
의도성, 치료기관, 와병여부/와병일수, 
결근결석여부/결근결석일수

(6) 교육 및 경제활동 : 교육수준, 취업여부, 미취업이유, 
근로종류, 종사상지위, 근로시간형태, 직업, 직장 내 지위, 
감독여부 및 감독인원, 근로계약여부, 호출근로여부, 
파견/용역업체 근로여부, 특수고용자여부, 가택근로여부, 
근로시간, 변형근로시간, 변형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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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만 및 체중조절 : 본인인지체형, 최근 1년 동안 본인의지 

체중조절 노력여부, 최근 1년 동안 체중조절시도방법

(8) 음주 : 평생 음주여부, 처음 음주연령, 음주횟수, 음주량

(9) 안전의식 : 승용차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여부, 자전거 

헬멧착용여부

(10) 정신건강 : 하루평균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정도, 
우울증상 경험여부,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여부, 최근 1년 

동안 자살시도여부, 최근 1년 동안 정신문제 상담경험여부

(11) 흡연 : 평생흡연여부, 흡연시작연령, 현재흡연여부, 
현재흡연자의 하류평균 흡연량, 가끔흡연자의 최근 1달간 

흡연일수, 최근 1달간 하루 평균 흡연량

(12) 신체활동 :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격렬한 신체활동 시간, 
중등도 신체활동 일수, 중등도 신체활동 시간, 도보일수, 
도보시간, 근력운동일수, 유연성운동일수, 일상생활활동정도

(13) 구강보건 : 치과진료 미수진여부, 치과진료 미수진 이유

(14) 여성건강 : 현재월경여부, 무월경이유, 초경시기, 
규칙적월경여부, 불규칙주기, 임신경험여부, 총임신경험횟수, 
자연유산경험횟수, 인공유산경험횟수, 출산경험여부, 
첫출산시기, 마지막출산시기, 출산방법, 자연분만횟수, 
제왕절개분만횟수, 조산분만횟수

- 건강설문조사표 : 소아

(1) 이환 : 주관적 건강수준, 최근 2주 동안 이환여부, 최근 2주 

동안 이환일수, (질환별)의사진단여부, (질환별)의사진단시기, 
천식 이환여부, 운동성 천식 이환여부, 천식 정기적 치료여부

(2) 의료이용 :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여부, 최근 

1년 동안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이유, 최근 2주간 외래이용 

여부, 최근 2주간 외래이용 횟수,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이용이유, 질병명,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 만족도, 최근 1년간 입원이용 여부, 최근 1년간 

입원이용 횟수,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이용이유, 
입원기간, 지원받은 보험종류, 본인부담의료비, 서비스만족도, 
최근 2주간 약국이용 여부, 최근 2주간 약국이용 횟수, 
구매약품 종류

(3)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여부, 
신생아(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수진여부

(4)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활동제한여부, 활동제한이유, 최근 

1달 동안 와병여부, 최근 1달 동안 와병일수, 최근 1달 동안 

결근결석 여부, 최근 1달 동안 결근결석일수

(5) 손상 및 사고중독 : 발생여부, 발생횟수, 발생시기, 발생이유, 
의도성, 치료기관, 와병여부/와병일수, 
결근결석여부/결근결석일수

(6) 교육 및 경제활동 : 교육수준(졸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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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만 및 체중조절 : 본인인지체형, 최근 1년 동안 본인의지 

체중조절 노력여부, 최근 1년 동안 체중조절시도방법

(8) 안전의식 : 자동차 앞좌석 착석빈도, 자전거 헬멧착용여부, 
자동차 이용시 보호장구 사용여부(만1세~5세 이하)

(9) 구강보건 : 치과진료 미수진여부, 치과진료 미수진이유정도

(10) 여성건강 : 현재월경여부, 초경시기

○ 검진조사(만1세이상)
- 일반검사 : 혈압 및 맥박,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액(이상지혈증, B형간염, 당뇨병, 빈혈 등의 임상검사),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아연), 알레르기(Total IgE, Specific 
IgE 3종)

- 폐기능검사 : 폐기능검사, 기관지확장검사

- 구강검사 : 영구치우식경험, 우식경험치아수, 영구치우식, 
치주질환, 현존자연치아수, 유치우식처치필요, 
영구치우식처치필요, 의치장착, 저작불편호소, 턱관절통증, 
악관절증상경험, 충전유치, 고정성 가공 의치 및 가철성의치

- 이비인후(귀목코)검사 : 이과시진(안면신경마비, 외이기형), 
이과검진(고막천공), 수축전‧후 비강검사, 성대 내시경검사, 
어지럼증검사, 순음기도검사, 소음노출

- 안(눈)검사 : 시력, 교정시력, 자동굴절검사, 사시검사, 
안검하수검사,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촬영, 시야검사

- 흉부 X-선검사 : 흉부 X-선촬영 및 관련증상

-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골밀도검사 : 골밀도측정, 최고신장, 가족력, 골절경험

․체지방검사 : 전신(팔, 다리, 몸통) 체지방측정

- 골관절염검사 : 무릎, 엉덩관절, 허리 X-선촬영, 통증 경험

○ 영양조사

- 식생활조사(만1세 이상)
(1) 식행태 : 끼니별 결식여부, 외식 섭취빈도, 끼니별 

가족동반식사 여부

(2) 식이보충제 : 복용 경험(최근 1년간, 최근 1개월간)
(3) 영양지식 : 영야교육 및 상담 수혜 여부, 영양표시 인지 

여부, 영양표시 이용 여부, 영양표시 관심 항목, 영양표시 

영향 여부

(4) 식품안전성 : 식생활 지원프로그램 수혜 여부,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여부

(5) 출생 정보 : 출생 시 체중

(6) 수유 형태 및 기간 : 모유‧조제분유 수유 여부, 
모유‧조제분유 수유 시작시기, 모유‧수제분유 수유 기간

(7) 이유보충식 : 이유 보충식 시작 시기, 일반 우유 시작 시기

(8) 영아기(생후 12개월 미만까지) 영양제 복용 : 복용 경험 

여부, 복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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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섭취빈도조사(12세 이상) : 에너지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 

63항목에 대한 섭취 빈도

- 식품섭취조사(만1세 이상)
(1) 개인별 1일 섭취량 조사

․끼니정보 : 식사시간, 식사장소, 매식여부

․섭취음식 : 음식명, 섭취량, 음식코드

․섭취식품 : 식품명, 재료량, 식품코드, 식품상세정보(참고사항, 
제품명, 제조회사명)
․보충질문 : 물섭취량, 식사조절여부, 평소 섭취량 대비 조사 

1일전 섭취량 수준

(2) 조리 레시피 조사

․음식정보 : 음식명, 음식총량, 음식코드

․재료식품정보 : 식품명, 재료량, 식품코드, 
식품상세정보(참고사항, 제품명, 제조회사명 등)

작성대상(조사대상) ○ 만 1세 이상의 국민

표본설계

○ 모집단

- 2009년 주민등록인구 및 아파트단지 시세조사용 자료

○ 제5기(2010~2012) 표본설계

- 표본수 : 약 11,520가구(572개 조사구)
- 표본추출

(1) 제5기의 3개 순환표본간 동질성 확보를 위해 1차 추출단위인 

동읍면(일반지역) 또는 아파트단지(아파트지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11개 지역(서울, 6개 광역시, 경기, 충청, 
전라/제주, 경상/강원)별 내재적 층화

(2) 내재적 층화 후 동읍면의 가구수(일반지역) 또는 

세대수(아파트지역) 비례로 192개의 조사구로 구성된 전국의 

순환표본 3개 추출

(3) 제5기 전체 576개 조사구, 11,520가구 규모의 표본 

추출하며,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20개 표본가구를 계통추출

○ 모수추정 :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부요하여 가중표본평균으로 추정

작성방법(조사방법)

○ 조사방법

- 건강설문조사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

- 검진조사 : 신체계측 및 검진

- 영양조사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기획, 결과분석 및 공표 :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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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보건의료패널팀

통계종류 일반, 조사통계

작성주기 년 2회

작성목적(조사목적)

○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 

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

○ 비급여 등 본인부담관련, 의약품 지출, 민간보험관련 통계생산

작성내용(조사내용)

○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 건강의식 및 행태

○ 보건의료 접근성 및 만족도

○ 의료이용 및 지출

○ 의료비 재원

작성대상(조사대상)
○ 예비조사 : 전국(제주도 및 도서지역 제외)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된 2,000가구

○ 본조사 : 전국(도서지역 제외)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된 8,000가구

표본설계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2007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 조사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중 섬조사구, 

특수시설, 기숙시설을 제외한 조사구로 한다.
○ 추출틀

  조사목적상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따 섬조사구, 특수시설, 기숙시설은 제외하도록 한다. 모집단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거처유형, 학력, 성별, 주택소유형태 등의 

분포를 파악하고, 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사구 유형 중에서 

섬, 특수시설, 기숙시설 등의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 표본의 규모

   패널조사의 본 표본 규모는 전국 약 8,000가구를 표본규모로 

산정하였다. 이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표본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표본가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단위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로서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를 약 

4.5%정도로 할 경우 16개 시도별 평균 표본크기는 약 

494가구가 된다.

〈부표 10〉한국의료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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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평균 표본가구수 :  


 

- 전체 표본가구 :   
  



 ≒ 

○ 추정

   전국 평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추정 및 각 지역별 주택 유형별, 
주택소유 형태별, 가구규모별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분산추정을 위한 계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국단위의 추정

   의료비 지출 등의 주요변수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본추출과정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층으로서 지역별 

조사구 유형을 나타낸다. =1, 2, …, 16. 는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1, 2, …, 이다. 그리고 는 표본 

조사구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1, 2, …, 이다. 
는 지역의 번째 표본조사구 내의 번째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이다. 또한  




으로 층의 번째 조사구 

내의 가구들의 가중치 합을 나타낸다.
   표본평균 의 분산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층의 번째 조사구 내의  

가구들의 의료비지출 등의 주요변수들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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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또는 층별) 추정

   만일 층별 또는 부차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정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관심대상이 되는 

번째 부차집단의 평균의 추정치는

(3)    

























   으로서 만일 층의 번째 표본조사구의 번째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1, 그 외에는 0이라고 할 때, 모비율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층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 가구유형별/점유형태별 추정량

   특정 층에 속한 의료비 평균을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식(3)을 

변형한 다음과 같은 추정산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에 해당되는 

추정대상은 주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평균 의료비 

지출액 등이 될 수 있다.

(5)    
















∈















∈

   여기서 는 1인 가구, 2인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이 

될 수 있으면, 또한 ∈는 층의 번째 조사구 내의 

번째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지시함수이다. 식(6)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가중치의 합은  




∈이고, 

그룹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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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작성방법(조사방법)

○ 작성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가계부 조사

○ 작성체계

- 조사원교육(연구원 원내) ⟶ 4개 조사팀(지도원급) 순회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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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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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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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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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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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을 중심으로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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