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News Letter

2021년 상반기(통권22호)

◦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분류를 기초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7종의 표준분류 (통계법 제
22조의 규정)를 비롯하여 총 35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 는 국내․외 통계분류의 개발 및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통계분류 수요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유엔 및 국제기구,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 관련기관의 동향,
그리고 관련 기고문 등 통계분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통계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계분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동 뉴스레터에 분류와
관련된 기고문 게재를 희망하거나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 481-2566, 36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공공저작물 이용규정을 준수하며,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작 배포한 ‘KoPubWorld바탕체’(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인회의), ‘경기천년제목’
(경기도), ‘경기천년바탕’(경기도) 글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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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개발 및 서비스

통계청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1년 7월부터 통계분류포털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서비스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개발사업은 2019년 실시한 통계분류
개발수요조사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요청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류 개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바
있으며, 2020년에 관련 기초 연구작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업무협의회 등을 거쳐, 초안·잠정안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완료하였다.
해당 사업은 현행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체제에서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 중인 국제 동향 및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수분류 개발을 통한 관련 국가승인통계 생산을 통해 사업체 수·종사자
수·매출액 등 산업규모 및 동향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정책 효과성
파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체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및 연료
제조업, 생산 및 연료 제조설비 건설업, 발전 및 열 공급업, 관련 전문
서비스업 등을 대분류로 구성하고 하위체계에 중분류 16개, 소분류 46개,
세분류 66개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특수분류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제정 개요,
분류 항목표, 분류 연계표 등도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함께
제공하게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등 경제부문 분류 정보 살펴보기 ☞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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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편

통계청은 2021년 1월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제8차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분류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편된 KCD 질병코딩지침서를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이다.
간경변증의 세분화 수정, 코로나-19의 코드 추가 등 개정사항의
코딩지침 제공에 대한 이용자 요구나 보건의료종사자와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응하여 지침서를 정비하게 되었다.
2021년 KCD 질병코딩지침서의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중복 지침의 일원화
② 지침 간 충돌사항의 정비
③ 질병코딩 지침서와 사례집의 연계 구조 도입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학(협)회를 대상으로 기존 질병코딩지침서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질병 정의와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
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코딩지침서와 국내
지침 내용을 비교하였다.
<참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발간 이력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21년 하반기

* KCD 이용자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코딩지침서를 2008년부터 발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등 보건부문 분류 정보 살펴보기 ☞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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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사상지위‧표준직업분류 개정 추진

1.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구조 변화 및 노동 유연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를 반영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018년 개정하였다.
통계청에서는 국제분류(ICSE-18)를 기초로, 우리나라 고용상황에 적합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사상지위 관련 고용통계가 고용노동 정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 초기 단계부터 개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T/F)의 심의‧자문,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대국민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T/F >
통계청

정부부처

학계

통계기준과,
통계작성부서
(고용통계,
사업체통계,
행정통계 등)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경사노위원회

사회학, 법학,
경제학, 통계학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연구기관

노동계
한국개발연구원,
(민주노총,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
경영계
한국고용정보원,
(경총, 대한상의)
직업능력연구원

또한, 기존 종사상지위분류를 적용하는 통계와의 연계성 및 적용가능성 등
검토하기 위해 新 분류에 대한 시험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新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적 적용 등을
고려하여 일반분류 성격으로 개정된다.
연도

추진 내용
상

2021년
하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3차 조정안 의견 수렴
▪ 개정추진 T/F 회의, 청내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 개정 잠정안 마련 및 각계 의견수렴 실시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보고 및 시행

비고
<의견수렴>
통계작성기관 및
관계기관, 정부부처,
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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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은 주기적(매 4, 9자년 실시)으로 추진되며, 국내 노동
시장의 구조변화와 국제표준분류 및 해외분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최근
직업변화 상황을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1년 4월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를 시작으로 직업분류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직업분류 개정 연구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와 국내 분류를 비교‧검토,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직업분류 개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등 개정 기반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이다.
2021년 1차 연구에서는 국내‧외 노동시장 현황 및 직업분류 개정 동향
연구를 중심으로, 2022년 2차 연구에서는 전문분야 현장 실사를 통한 심층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분류 개정은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 훈령 제482호)에
따라 추진되며, 2024년 7월 고시(2025년 1월 시행)를 목표로 추진한다.
<직업분류 개정 과정>

∘
∘
∘
∘
∘
∘
∘

사전준비

개정안 작성

’21~’22년

’22~’23년

국제분류검토
시안작성
연구용역
민원 분석
시계열 분석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 구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24년

∘ 잠정안 작성 및
각 단계별
의견수렴
∘ 현장실사
∘ 업무협의
∘ 심의
∘ 자문위 자문
∘ 전문가 자문

∘
∘
∘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최종 의견조회
최종안 확정
대국민 공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24년 7월~

∘ 연계표 작성
∘ 참고자료 발간
∘ 이용자 교육 등

‘한국표준직업분류’등 사회부문 분류 정보 살펴보기 ☞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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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DC-한국-멕시코 공동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계청은 국제 마약 범죄 사무소(UNODC),
멕시코통계청 등과 공동으로 범죄통계 국제
컨퍼런스를 6.14 ~ 6.17일 4일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한국통계청은 2019년 5월에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처음으로
공동 주최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범죄통계
관련 최대의 국제컨퍼런스로, 올해 5차 회의는 총 1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약 40여개국의 6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과 2천여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평가, 아태지역 범죄통계
작성 사례, 성인지적 관점의 범죄, 사이버범죄 자료수집의 패러다임 전환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일차)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A. 범죄 및 폭력예방 행동과학 데이터 및 분석
◊ 행동과학 통찰을 활용, 범죄 및 폭력을 예방하고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검토․개발

B.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ㅇ 뉴질랜드는 약 14%의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출석일 망각 등으로 법정에 불출석,
이에 보석 석방과 불출석(failure to attend: FTA)을 분석후 통지 서식 변경으로 FTA율이 13.7%로 감소.
범죄예방 가능성을 제공 (Mr. Edward Bradon, UK Behavioural Insights Team, UK)
ㅇ 뉴욕은 중범죄자의 21-24%가 부주의로 불출석함에 따라 그들의 관심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소환 양식 재설계와 문자 메시지 알림 발송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Ms. Aurelie Ou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ㅇ 범죄사건 과소신고 등 공식통계의 대표성 한계에 따라 피해자조사 등 보완 자료를 통한 범죄유형별
미시수준의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Mr. Ali Cheema, Lahore University of Management Sciences,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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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조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범죄 예방에 대한 단기 및 전염병 이후의 교훈을 논의
ㅇ 코로나19중 단기적으로는 가정내 폭력은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실업, 소득 손실 및 사회경제적
부담 등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 예측. 연구 결과, 봉쇄조치에 따라 강도, 절도, 빈집털이는 감소, 가정내 폭력은
증가, 단, 단기적 영향은 범죄행위 변화, 보고체계 변화, 범죄 기록 및 탐지변화의 결과일 수 있어서
다양한 출처의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별 지리공간 자료 수집필요(Ms. Fatma Usheva, UNODC)
ㅇ 멕시코는 도시 공공 안전에 대한 국가 조사를 표본 25,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20년 1분기 이후
‘21년 1분기까지 멕시코 공공 불안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감소 (여성 8%, 남성 6% 감소). 도로에서의
강도 및 절도 사건이나 대중교통 관련하여 ’19년과 ‘20년 사이에 피해자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장소
성폭력 피해자와 공공장소에서의 반사회적 행동 목격도 동기간 감소함(Mr. Oscar Jaimes, INEGI, Mexico)

◈ (2일차) 글로벌 도전과 지역별 경험사례
A.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범죄 데이터
◊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부패, 가정폭력, 마약 밀매의 지역적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다차원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국가별 데이터 측정의 중요성을 부각
ㅇ 아태지역의 인신매매 범죄통계의 공통 문제는 표준화된 정의 및 분류 부족, 지역 인신매매의 가장
보편적 유형은 성적 착취이며, 그 다음으로 강제노동이 높은 비중.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임
(Ms. Marika McAdam, Independent Consultant/Adviser, Australia)
ㅇ 아태지역 형사사법통계의 두가지 문제로 재판전 구금 만연과 교도소 초만원 현상을 지적. 형사재판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투입, 경찰관 및 구치소직원들 대상 교육 등 조직적 차원 관리, 투옥 이외
인지행동프로그램등 운영 필요(Mr. Raymund E. Narag,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USA)
ㅇ 아태지역의 다양한 부패 유형과 확산 관련 기존 인식조사방법은 진실 포착에 한계, 부패사례를
측정하고 기록, 분석하는 다차원적 접근방법 필요성 제기(고길권 교수, 서울대)

B. 젠더 관점의 범죄 통계
◊ 본 세션은 연구 및 범죄 데이터 수집에 있어 성별 관점의 본질적 필요성에 초점을 둠
ㅇ 'EU 여성 폭력과 가정 폭력에 관한 행정자료 수집' 발표. 피해자 중심의 세분화된 13개 지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젠더 기반 폭력)소개. 폭력 유형 외에 친밀한 파트너(IPV:Intimate Partner Violence)가 중요..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는 여성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EU전역에 가정폭력 신고 여성수 증가. 관련
자료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함. 국가 데이터 수집 단위 차이, 국제 범죄통계 분류(ICCS) 이행부족 및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Cristina Fabr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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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의사결정을 위한 범죄, 마약 및 사이버범죄 통계 개선
A. 증거기반 정책결정 범죄통계
◊ 피해자, 가해자 특성을 포함하는 자료수집의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개선. 범죄통계의
국제적 표준화 관련 한국의 국제범죄분류 이행 사례가 발표됨
ㅇ 증거기반 범죄 정책을 위한 자료수집은 정치적 의지 부족, 법무기관의 참여부족, 자원 제약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실무자 참여장려 전략개발, 다양한 조직 자원 고려, 웹스크래핑 및 외삽법
(extrapolation)과 혁신적 방법제시(Ki-Deuk Kim, Justice Policy Centre at Urban Institute, USA)
ㅇ 국제통계범죄분류(ICCS)의 한국 이행 현황을 소개, 범죄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증거기반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한국범죄통계코드(CSC)와 ICCS 연계작업을 해옴. CSC 코드의 세분화, CSC코드와 ICCS 상위레벨
코드와의 연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함 (곽대훈 교수, 충남대)

B. 사이버 범죄 자료수집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이버 범죄 측정, 분석 및 예방 등을 논의하고,
특히 코로나19는 정보기술의 사용 가속화를 초래,
이에 정보의 다양성 및 통제관련 문제가 논의됨
ㅇ 사이버 범죄 관련 데이터셋을 집계하는 인터폴 작업 설명, Cybercrime Knowledge Exchange 등
플랫폼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찰운영을 촉진하여 최신사이버 범죄 추세를 파악‧지원함.
인터폴은 API를 통해 데이터셋에 접근하여 잠재적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있음(Mr. Craig Jones, Interpol)
ㅇ FBI내에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 도입하여 랜섬웨어, 노인사기 등 빈번하고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관련, IC3는 ’20년에 약 18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19,000건 이상의 이메일 민원을 접수.
부정 송금에 대응하고 피해 은행 계좌에서 도난당한 송금을 복구하기 위해 금융 사기 킬 체인
(Finance Fraud Kill Chain)개발(Ms. Donna C. Gregory,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A)

◈ (4일차) 부패, 불법 거버넌스, 성폭력 및 코로나19 영향 범죄통계
A. 부패측정 개선
◊ 부패측정의 방법, 개선 및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이행 등 논의
ㅇ 정확한 부패 측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사용을 강조. PACI(Public Administration Corruption Index)는
국제 부패 인식 지수(CPI) 또는 세계은행의 CCI와 같은 인식 기반의 대안으로 부패 사례의 지리적 분포,
전 세계 이용가능 정보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부패 사례의 보다 객관적인 개관을 제공하며,
BPCI(Bribe Payer Corruption Index)등 추가 지수의 계산이 가능.(Mr. Lucio Picci, University of Bologna,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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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 9월 예정인 세계은행의 '행정부패 방지를 위한 데이터 분석' 관련 심포지엄을 소개. 부패 영향
및 부패방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접근법을 목적으로, 부패의 성격과 부패의 영향을
고려한 보다 강력한 증거 기반 정책 개혁의 개발을 기대. 공공당국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현재 부패 문제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기존 데이터의 연결, 비정형 데이터 작업
등 새로운 방법 모색을 기대(Ms. Alexandra M. Habershon, World Bank)

B. 코로나19가 범죄통계에 미치는 영향
◊ 전세계 수준의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설명, 아동관련범죄,
가정폭력 등 잠재된 위험요소들이 유행병 발발로 더 악화 된 사례들을 소개함
ㅇ 코로나19가 가정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킴. Lancet Commission of
Gender-based Viorence and Maltreatment of Young People은 다분야적 접근법을 고안하고 세대
간 폭력 전파, 성차별적 폭력과 청소년 학대에 대한 대응 실패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옴.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이러한 노력과 투자는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디지털 공간을 포함
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Ms. Flavia Bustreo, Vice Chair of Fondation Botnar, USA)
ㅇ ’20년 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정 폭력 사건의 변화를 비교한 'COVID-19 유행병: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 문제와 시사점'을 소개. 장기적 영향을 측정하고, 정확한
피해자 수를 파악하며, 고립된 집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Ms. Catherine
Kaukine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SA)

모든 형태의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향후 실시간 범죄
통계 생산 및 제공, 사법제도의 현대화, 피해자와
가해자 통계 가시화를 위한 기술 활용 등
미래 범죄통계 관련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회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제5회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http://www.gsj.inegi.org.mx/5taconferencia/english/index_english.html

‘국제범죄분류’정보 살펴보기 ☞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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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쏭달쏭 분류사례 (Q&A)

산업분류
Q1. 가맹점 관리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산업활동이
산업분류 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요?
￭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 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단위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151
회사본부(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 회사 본부로서 산업활동을 수행함과 함께 제조, 도·소매 또는 기타 산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이들 산업활동 부가가치 구성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활동
특성별로 분류합니다.
• 곧, 직접 제조한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해당
제품 ’제조업(대분류 C)’으로 분류하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6 도매업(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경영, 전략기획, 시장관리, 생산관리 및 인력관리 등
사업 경영문제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1531 경영컨설팅업(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각각 분류합니다.
Q2. 제품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의 경우 산업분류는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은 관련 제품 도·소매업체 및 산업사용자 주문에 의해
생산 및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나(제조 및 도매활동 결합 형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제조 및 소매활동 결합 형태)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 또는 소매 형태로 판매
하는 경우 모두 ‘제조업(대분류 C)’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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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류
Q1.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전문가의 직업분류는 무엇인가요?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 분류하며, 22390
그 외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 휴대폰, 메모리칩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단서나 법적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 수사기법의 하나이며,

• 전체 포렌식에 필요한 기술로는 크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거를 추출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Q2. 아동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직업분류는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보육 관련 시설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42121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으로 분류합니다.
• 단,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련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는 24720 보육교사로 분류,
• 가정집에서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육아 도우미는 92120로 분류,
•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생활자들의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 지도원은 24791 복지시설 생활 지도원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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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류
Q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내원한 경우,
U12.9 코드를 주된병태코드로 사용가능한지요?

￭ ‘U12.9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상세불명의 코로나-19 백신’
코드는 KCD의 ‘20장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Y01-Y98)’에 해당되는 코드로
질병이환분류에서 외인코드는 주된병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U12.9’ 코드는 신종질환에 대한 잠정적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U00-U18’ 범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해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WHO에 의해 신설된 코드

‘U12.9’ 코드는 사례별로 진단된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병태코드에 부가하여
기타병태 코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위장관 간질성 종양에 대해 ‘악성’으로 수록하고 있는 KCD와 달리 주치의가
‘양성’으로 진단한 경우, KCD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 명시된 ‘다른보고
자료’ 규정에 의해 주치의의 진단을 따를 수 있는지요?

[한 국표준 질병·사 인분류 1권 분류표 - 제 4편 신생 물의 형태 분류]

만일 다른 보고 자료가 행동양식의 변경을 적합하게 하면 이 행동양식 분류
코드는 변경되어야 한다.
￭ 질병코드의 적용대상은 의사의 진단명이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양성 종양’으로
질병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서 의미하는
‘다른 보고자료’란 종양의 행동양식에 대해 KCD의 수록내용과 달리 보고된
최종 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의미

• 진단은 의료법에 근거한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KCD는 질병의 진단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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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일정 및 문의 안내

주요 일정
월

주요 일정

7월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잠정안 마련
• 세계보건기구-국제건강행위분류에 관한 포스터 제출

8월

• 통계분류 개발 업무협의회 개최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잠정안 의견 조회
• 세계보건기구-국제보건분류 업데이트 의견 제출

9월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계획(안) 마련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잠정안 의견 조회
• 국제보건분류관련 소식지(3분기) 발간·배부

10월

• 통계분류 개발심의회 개최
• 한국행정구역분류 코드 체계 개편
• 세계보건기구-보건분류체계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가(화상회의)

11월

•
•
•
•

국가통계분류 개발계획(안) 수립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 최종 보고회
KCD 질병코딩지침서 발간 / 보건분류 자문위원회 제7회 합동워크숍
제6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12월

•
•
•
•

가계수지항목분류 색인어 개발 및 서비스
한국종사상지위분류 1차 개정
제6기 사회분류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보건분류관련 소식지(4분기) 발간·배부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문의 안내
구분

주요 분류명

문의처

기준

통계용어정비, 국제범죄분류 등

042-481-3640

경제

표준산업분류, 표준무역분류,
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 등

042-481-2527

사회

표준직업분류, 표준교육분류, 행정구역분류 등

042-481-2358

보건

표준질병‧사인분류, 표준건강분류 등

042-48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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