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보건분야

『건강보험통계』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06. 9.

통 계 청

제 출 문

제출문

통 계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보건」주제분야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
용역” 과제의 종별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9 월 29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종 별 책 임 연 구 자
전 광 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 민 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 해 진

요 약 문

종별 최종결과 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연구기관
연구기간

「보건」분야 국가통계 품질진단 - 건강보험통계 국가통계, 통계품질, 보건, 건강보험통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전광희, 강민아

2006. 3. 7. ~ 2006. 10. 2

통계에 대한 품질관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양질의 통계에 대한 정의가 ‘통계의 생성이 정확하고
신속한가’에서 ‘해당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 적합하도록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로 전환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통계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것으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
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하며, 이를 위한 통계 인프라 구
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통계>의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통계>는 통계작성 절차상에 있어 높은 수준의 일관성과 규칙성이 확립되어 있어서 국가통
계로서의 높은 신뢰성을 보유하는 등 이미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통
계>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건강보험
통계>의 양적 방대함 및 질적 중요성 및 자료이용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자료를 기획,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건이 확충되어야 한다.
2) <건강보험통계>의 이용자의 특성, 분포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러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공표되는 자료를 보다 이해가 용이하고 보기 쉽게 가공하거나 시계열,
국가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안 외에도 이용자가 요구하는 통계지표의 개발 및 이용자의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
강보험통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건강보험통계> 활용에 대한 집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잠재적인
이용자에 대한 홍보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개인정보 차원에서 <건강보험통계> 관

리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안 및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질병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자료원간 연계체계 구축, 주기적인 표본 조사
시스템의 실시, 주요 질병에 대한 등록감시체계 코호트의 구축. 표본의무기록 조사 등 을 통한 타당
도 검증 등의 보완적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5) 또한, <건강보험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시스템
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으로서의 주기적인 통계 품질 자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자체평가 시스템은 통계생성의 각 단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이용자 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기존통계 생성, 관리, 및 공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며, 나아가 통계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평가자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양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
요 정책결정이나 연구수행을 담당하는 통계 및 건강보험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통계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준 높은 통계지표를 개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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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통계> 통계품질진단 개요

제1절 진단의 목적과 배경

품질관리(品質管理, quality control)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이 품질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합리적이고도 경
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점차적 공학적 접근방법(piecemeal engineering
approach)인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그림 1). 한편, 통계자료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입장에서 본
다면 하나의 제품이며, 따라서 통계품질관리도 일반 상품의 품질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 PDCA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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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품질 좋은 통계라면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의미했다. 곧 정확
성과 신속성이 통계품질관리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통계품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통계품질관리를 ‘해당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 적합하도
록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의 사용 품질’로 정의한다. 즉 새로운 개념의 새
로운 개념의 통계품질관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관리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 목적은 우리나라 21세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될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것으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통계>의 로드맵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진단은 사회보장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실태와 실적의 정확한 파악만이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의 입안 및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은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29번째 가입국이 된 이후, 매년 건강보험
통계를 포함한 보건 분야의 통계를 생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통계
생산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표준에 걸맞은 통계품
질의 진단과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
계 자료를 조사, 작성하여 공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통계는 국가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며, 통계를 생산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
문에 통계의 오류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오류의 원인이 어
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수정, 보완하는 조치가 통계 품질관리의 기초단계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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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품질진단 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
보험통계>의 작성, 활용 및 관리실태 등 각 통계생산 절차에 있어서 통계품
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이 통계의 신뢰성 및 적시성을 높이며,
통계의 정책에 대한 활용도와 실효성을 증대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
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제2절 진단대상통계 개요

<건강보험통계>(승인번호: 35001)는 일반통계로서 1996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통계분석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전국을 조사
대상으로 국민 개인(한국민과 합법 국내체류 외국인)을 조사단위로 하는
보고통계이다. 이 통계조사는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조사내용에는 피보험
자의 성, 연령, 수진건수, 질병이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건강보험통계>는 21세기 고령화 시대, 국민의식과 요구의 증대, 의
료서비스시장 개방,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정보화 사회의
흐름 등 다양한 환경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실태, 요
양기관 진료의 적정성,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진료기관 이용자의 질병
별 이환상태(morbidity status)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응
하는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자료로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통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는 개인을 보고단위로 하고 있는 일종의 보고통계 또는 행
정통계로서, 보고대상은 의료급여를 제외한 전(全)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일부를 모집단으로 하는 방대한 보고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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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 9천명이며, 제1종 수급권자가 91만 9천명으로 60.1% 제2종 수급권자가
61만 명으로 39.9%로 되어 있다. 한편 의료보장인구는 2004년 현재 4천 890
만 명으로, 통계청의 2004년 연앙추계인구인 4천 800만 명보다 90만 명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2004년 현재외국인과 재외국민 적용인구를 보
면, 외국인은 20만 4000명, 재외국민은 1만 4000명 수준으로 모두 21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는 사회보장의 근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에 관한 실태와
실적은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
니라, 관련 학술분야에서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히, 2003년까
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자료를 별도의 연보로
간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두 기관이 몇 차례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하나
의 연보로 발간하게 되었다. 통합 후 2004년 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를 보
면,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실적, 심사실적, 요양급여, 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전반적인 운
영실적을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12월부터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
였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표준화된 통계DB프로그램"을 참고하
였으며, <건강보험통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 소재 정보를 DB화하여 주
제별, 목록별, 연도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의하면, 2005년 12월부터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200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위주로 되어있으나, 향후 2005년 이후의
통계지표는 물론 2000년까지의 통계DB 구축을 통하여 시계열을 확보하겠다
고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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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진단사업의 수행범위
이 연구는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차원은 학자들
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7가지 차원으로 종합, 정
리하여 통계작성 승인통계의 품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의성/정시성, 자료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
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 제공하고 있는가의 관련성,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조사
결과를 얼마나 쉽게, 그리고 원하는 양식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가의 접근
성/편리성, 서로 신뢰할만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비교성/일관성, 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생산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효율성, 통계자료가 이
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계의 이용자가 조사결
과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분석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는 서비스성/해석
성 7가지 결정 요소로 통계품질의 수준을 가늠한다. 본 사업에서는 각 통계의 통계품
질진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7가지 차원에서 통계품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를 진단하고 각 차원들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품질진단을 위하여 품질경영 ISO 인증을 받은 통계품
질진단시스템을 적용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통계작성환경,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자료 수집의 정확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통
계이용자 만족도 조사, 통계품질 개선노력 등의 관점에서 통계품질의 진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부문별 진단과 각 주제별의 관련통계를 종합․비
교하고 해외통계와의 비교 분석,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통계작성의 개선방향
및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각 통계별 품질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품질수준
업그레이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 보건정책
및 국제통계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파악하여 새로운 통계 개발에 관한 개선
안을 제시하고 <건강보험통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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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강보험통계> 통계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진단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통계>의 품질진단은 통계자료가 정확한지, 시의성은 있는지, 유용한 통
계인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소요 비용은 적절한지, 이용자들
이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통계작성 전 과정을
진단한다.

(그림 2) 국가통계 품질진단 업무흐름도
통계환경진단 : 담당자 면담조사
∙ 기본현황, 통계작성 여건, 통계담당자 인식
통계작성 절차의 적합성 진단 : 품질진단서에
의한 자체진단 / 품질심의위원의 외부진단

품

건
강
보
➡
험
통
계

질
일
람

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 :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의 내용 파
악
∙ 공통항목(응답자명, 성별, 조사항목 등)
∙ 특성항목(통계담당자와 협의 2개 항목 선정)
공표자료의 충실성 진단 :
점검원에 의한 공표자료 점검
∙ 발간물오류 점검
∙ 이용자 편의성 점검
이용자만족도 진단 :
이용자 표본 추출 및 설문조사
∙ 통계이용실태 파악 및 만족정도
∙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 이용자 요구사항
통계품질 개선 노력 진단 : 담당자 면담조사
∙ 품질진단 부문별 개선계획 및 실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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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진단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흐름도(flowchart)에서처럼 통계작성환경,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자료수집의 정확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통계이용자
만족도, 통계품질개선노력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통계작성환경진단은 리더십과
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한다. 이 단계는 첫째 세부진단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통계작성환경 현황표를 통계담당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셋째 면
담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넷째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환경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체진단과 외부진단으로 구성되어 진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게
되는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진단은 우선 세부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지표
를 보완한 후에 통계담당자에 의한 자체진단과 통계품질심의위원에 의한 외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진단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품질개선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계담당자에게 피드백(feedback)으로써 진단을 마무리
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자료수집이 정확히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는 자료수집의 정확성진단
은 세부진단계획 수립 후, 점검대상 표본선정, 전화시나리오 준비, 전화상담원 채
용 및 교육, 전화점검 실시, 점검내용 확인 및 집계, 보고서 작성 및 환류 등의 단
계로 진행되며, 보고통계의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직접 확인
점검한다.
한편 작성과정에서는 오류가 없는 통계일지라도 공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한다면 통계품질 진단과 상관없이 잘못된 통계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진행되는 공표자료의 충실성진단은 세부진단계획을 수립하고
발간물 점검원을 채용⋅교육한 후 통계간행물에 대한 오류 및 이용자편의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확인⋅집계하여 통계담당자에게 환류하는 업무로 이루어진다.
고객 지향적 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되는 통계 이용자 만족도 진단은 우선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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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인 이용자명부를 작성한 후, 조사표를 설계하여
외주용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자료를 입력⋅집계하여 만족도와 이용실
태 분석을 실시하는 업무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좋은 통계, 만족도가 높은 우수한 통계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 없이는 지속적인 우수통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력과 활동을 진단,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시행되는 통계품질개
선노력진단은 세부진단계획을 세워 진단방법을 설정하고 품질개선과제와 실
적자료를 수집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환류하는 업
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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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계품질진단 부문별 진단방법
진단 부문
통계작성
환경

진단 방법
국가통계 환경 조사표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 실태 및 통계담당

진단 근거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 환경 인프라 파악

품질을

결정한다는

스트로 설계하여 자체 및 외부 진단 과정 중심의 품질정의에

실시
근거
자료수집 종사자 또는 응답/ 보고자
자료수집의
자료수집의 품질을 개선
를 대상으로 응답/보고 내용과 응답
정확성
하기 위한 현지실태 파악
/보고환경을 점검
공표자료의
충실성

통계이용자
만족도

품질개선
노력

모든 차원

자 인식을 진단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생산과정의 품질이 제품

작성절차의 품질진단서라는 질문형식의 체크리 의
적합성

비고

보도자료, 보고서, DB 등 공표
-자료에 수록한 내용의 수치
-오류와 이용자 편의성 점검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
통계 개선계획 및 실적을 비교하여
진단

이용자 적합성에 근거하여
생산자가 직접 진단

이용자가 직접 진단
부문을

발굴․개선하도록

접근성/편리성
/비교성/일관성/

모든 차원

스스로
하여

끊임없는 품질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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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서비스성/해석성

이용자 적합성에 근거하여

미흡한

모든 차원

모든 차원

제2절 <건강보험통계>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 통계작성환경 평가

<건강보험통계>의 부문별 품질진단은 제1절의 품질진단 흐름도에 의거하
여, 국가통계 환경 조사표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실태 및 통계담당자
인식을 진단함으로서 시작하여, 통계의 생산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infrastructure)을 제
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우선 진단대상통계인 <건강보험통계>의 담당자에게 통계 작성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현황표는 해당통계에 대한 기본현황, 통계작성의 여건
및 의견,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통계작성환경 진단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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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현황

<부록 1>에 수록된 <통계작성환경 현황표(보고통계용)>에 의하면, <건강보
험통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1년마다 작성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학술분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는 전수통계로서 작성기준의 시점은 매
년 말이다. 건강보험통계의 기초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입력되는 각
종 서식에 의거, 신고 된 민원,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진료비청구명세서 중
서면청구권에 대한 입력 자료와 검진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어 온 건강검진과 진료비 청구자료 등이다. 이
러한 자료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마련된 통계자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마련된 통계자료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되고 또한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통계자료실 웹 사이트인 http://nhic.or.kr/whm/wbmb/981_index.html 에
게재되어 있다.
<건강보험통계>의 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기획에 의하여 (1) 기본계획안수립(안) 보고 (2) 정보관리실 업무협의 (3) 데
이터 확인 (4) 통계연보 발간보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매년 11월에 결과를
분석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인적자원 여건

<건강보험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건강보험연구센터의 통계분석팀
에서 관장되고 있다. 통계분석팀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급의 인력 1명
과 보조인력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보험통계>의 방대한 양과 중요
성에 근거해 볼 때 통계 분석 팀의 인력현황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팀 구성원의 통계 업무 담당은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으며

9년 2개월을 근무한 1인을 제외하고는 해당부서 근무기간은 각 2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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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년 3개월로 보고되었다. <건강보험통계> 작성자들의 통계관련 교육은
SAS기본과정, SAS 매크로 과정, 통계품질관리실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
업무 전담정도는 팀원 모두가 100%이었다. 통계관리 업무 총괄 업무는 팀장
이 담당하고 있다.

다. 물적 자원 여건

<건강보험통계>의 연보간행이나 웹사이트의 정비와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
는 예산은 2005년 5,582만원, 2006년 4,842만원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하드웨어는 팬티엄급
컴퓨터 4대로 통계분석 업무에 사용되는 것들이었다. 또 소프트웨어에는
SAS 9.1을 한 패키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도 통계업무용이라고 부를 수 있
는 것들이었다.

라. 통계작성담당자의 의견

(1) 전반적인 애로사항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방대함과 국가보건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재의 인적/물적 여건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
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작성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건강보험통계>
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개선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작성/관
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는, 특히 언론방송매체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학자들 및 국회, 기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자료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통계수요자
의 요구에 맞춘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및 물적 자원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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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작성부문과 관련하여, 통계작성담당자들은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자
료 중에서 질병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질
병통계는 건강보험청구명세서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질병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자료
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질병통
계의 정확성은 <건강보험통계>의 품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와 의무
기록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영, 보장성, 급여, 재
정 등의 업무에 관한 통계생성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온 데 반하여,
통계자료의 수요는 질병통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 진단과 개선대책에서 질병통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통계작성과정에서 개선할 사항

통계담당자들은 <건강보험통계>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자료와 국민
들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서에 의하여 생성된 자료이고 전산시스템
(D/W)에 의하여 자료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용량의 확충이 장기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통계>가 현황위주의 분석을 피하고 국민 개개인의 통계수
요자나 통계생산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위해서는
차원 높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분석팀에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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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사망력 연구자나 보건통계의 이환력(罹患力: morbidity) 연구자 등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보다 적절히 충족시키는 통계자료를 생
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3) 조직관리 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표 2>는 기관장의 의지, 방침, 인적관리, 업무량, 예산, 만족도 등을 파악
하는데 필요한 통계작성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통계> 통계작성 담당자는 우선, 조직의 리더가 통계품질을 높이
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 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조직의 리더가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조직리더의 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가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렇다’라
는 입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조직리더의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추
진의지에 관한 물음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이 계획되고 관리와 개선에 관한 질문과 통계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이 개발되고, 품질관리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관
한 질문에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하여서 전반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리
더의 관심과 비전 등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최종단계 통계작성 담당자의 현재 통계업무량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
에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간보고 단계에서의 통계담당 직원들의 통계
업무량의 적정성에 관한 물음에도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계작성
담당자는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통계업무량에 비해 직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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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소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확보 여부에 관한 물음에 ‘보통’이
라고 응답하여, 현재 <건강보험통계>를 작성하는 물적 여건에 있어서 개선
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통계 및 조사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의 통계업
무를 담당하는 것의 만족 여부에 관한 물음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통계>에 관한 리더의 모범적 역할, 품질개선 관심,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우나, 최종
단계나 중간단계의 통계작성담당자들의 통계업무 과부담이 있어서 현재 <건
강보험통계>의 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당예산이나 인력, 장비
나 소프트웨어 등은 조속히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통계작성담당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통계 및 조사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향후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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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직관리 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매우
그렇다

주요 질문 내용

1. 조직의 리더1)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
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관한 조직의 비전 제시
☑ 조직문화의 변혁을 통한 가치관의 정립

그렇다

보통

○

2. 조직의 리더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조직리더들의 통계품질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지원 및 배분
☑ 조직리더의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추진의지

○

3. 조직리더의 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가 수립․시행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
☑ 방침과 전략전개의 합리성
□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실행계획의 타당성

○

4.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은 계획되고 관리되며 개선
되고 있는가?
☑통계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계획
□품질교육 수요파악 및 교육이수 실적

○

5. 통계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이 개발되고, 품질관리에
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계품질을 위한 전문적인 모임의 활성화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동기부여

○

6-1. 최종단계 통계작성 담당자가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
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6-2. 중간보고 단계에서의 통계담당 직원들의 통계업무량
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7.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이나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

9. 통계작성담당자는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통계 및 조사 관련 교
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의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만
족하십니까?

1) 리더 : 각 조직의 수장 (연구소장, 원장, 장관 등)

- 16 -

○

○

아니다

전혀
아니다

비고

2.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평가

가. 평가개요

(1) <건강보험통계> 작성절차에 대한 개요

<건강보험통계>는 통계작성담당자나 외부진단에 참여하는 통계품질심의위
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통계작성 목적 및 필요성이 명확하고, 주된 활용분야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통계이다. 실제로 2005년의 <200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의 머리말이나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에 통계
작성의 목적과 활용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04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다섯 번째로 간행되는 2004년 건강보험통
계연보는 그 동안 별도로 발간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평가통계연보와 공동발간하기로 합의함.
◦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그 동안 발행된 통계연보와 일관성 및 연
속성을 유지하면서, 공단은 가입자 위주 통계를 수록하고, 심사평가원
은 요양기관 관련 지표를 수록하기로 결정함.
◦ 통합발간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유일의 건강보험지표로서 대내
적으로 공단의 업무수행 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전 국민의 보건지표
및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자료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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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소요예산은 2,870만 원으로, 도서인쇄비
2,500만원, 통신비(통계연보 발송비) 300만원 국내여비(시내출장)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발간일정도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경우, (1) 통계연보
공동발간협의(3-8월) (2) 발간계획수립(발간지침작성, 5-7월) (3) 자료처리/출
력원고 작성(6-9월) (4) 인쇄 및 공동발간(9-10월) 등으로 되어 있다(<표 3>을
참고).
<표 3>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발간일정
일정

논의내용

통계연보
통계연보 공동발간 통계연보
수록통계
협의
통계연보
통계연보

일원화 총론 논의
수록 항목 이견 조정
용어 조정
수록항목 외부전문가 자문
발간회의-수록자료 및 발간기준

합의
통계연보 수록 항목 침 서식 확정
수록통계 각 실 부서 협조
자료처리/출력원고 공단 및 심사평가원 연보수록 통계자료 취합
발간계획 수립

작성
인쇄 및 발간

원고작성 및 교정
수록자료 중 주요지표를 분석하여 언론기관
에 보도자료 배포

기간

3-8월

5-7월

6-9월
9-10월

(2) 작성절차의 적합성 평가절차

<건강보험통계>의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진단을 위한 흐름도는 (그림 4)
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성 진단은 일차적으로 자체진단과 외부진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체진단은 작성절차에 대한 품질진단서를 통계작성 담당자가 직
접 작성함으로서 실시된다. 외부진단은 통계품질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
문가가 자체진단 결과 및 진단근거를 자료를 바탕으로 재진단을 함으로써
진행된다. 이 때 외부전문가는 진단대상통계에 대한 개선할 사항을 중심으로
품질개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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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작성절차 적합성 진단 프로세스
진단계획
수립

—

• 진단세부계획 수립 및 공지/설명회 개최
- 진단대상통계담당자 의견 수렴

⇩
• 진단대상통계의 품질지표 검토 및 선정
통계품질지표
보완

- 통계품질관리 핸드북(Ⅰ,Ⅱ)
— - 통계청에서 활용한 품질진단서(조사통계용, 보고통계용)
- 외국의 품질진단서 사례
- 기타 통계품질에 관한 보고서

⇩
•선정된
통계품질심의
위원 위촉

통계품질지표를

정리하여

설문지형식의

품질진

단서 작성
— •진단대상통계 작성부서에 외부전문가 추천 의뢰
•품질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통계별

외부전문가를

통계품

질심의위원으로위촉
⇩
• 자체진단실시
품질진단서
작성

—

진단대상통계

담당자의

자체진단서

작성,

관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자료

제출
• 외부진단실시
-

자체품질진단서와

관련

통계품질심

의위원이 재진단, 품질개성 의견서 작성
⇩
•

진단결과
분석 및
보고서작성

—

자체진단과 외부진단의

결과 분석

및

작성
-

통계품질지표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준 측정

⇩
환류(Feedbac
k)

진단결과 보고서

—• 진단대상통계 담당부서에 진단결과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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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차원별

품질수

(3) 평가 방법

통계품질지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표 4> 응답 문항의 5점 척도
응답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평가점수

5

4

3

2

1

다만, ‘관계없음’이란 항목은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수준을 측정할 때 사
용하는 산술평균의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품질지표수에서 제외시킨 산술이
기 때문에 전체 평점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산술평균 산식은 다음과 같다.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평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품질 지표 수×5+‘그
렇다’ 으로 응답한 품질 지표수×4+‘보통’으로 응답한 품질지표 수×3+‘아니다’
로 응답한 품질지표수×2+‘전혀 아니다’로 응답한 품질지표수×1) / (전체 품
질지표수 - ‘관계없음’으로 응답한 품질지표 수)

(4) 통계 품질 지표

통계품질지표는 품질수준을 측정할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절차마다 통
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발굴, 선정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일반
적으로 통계작성절차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측정
에 무리가 없는 지표, 향후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우선
적으로 선정하였다. 사용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의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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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고통계품질지표의 차원
보고통계 자체품질진단 지표

품질차원

1-1. 통계작성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관련성

1-4.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성

2-2. 보고 항목과 각종 보고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
록 작성되어 있는가?

관련성

5-6.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

비교성

1-6. 통계작성 및 보고체계 개편작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시의성

5-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시의성

1-7.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접근성

2-5. 자료 수집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가?

접근성

4-3. 통계표 및 그래프를 통계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

접근성

5-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접근성

5-4. 모든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
표하고 있는가?

접근성

5-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접근성

5-8.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접근성

1-2.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정확성

1-5.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정확성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가?

정확성

2-3.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정확성

2-4.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정확성

3-1. 보고단계별로 업무내용을 설정하고 있는가?

정확성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3-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정확성

3-4. 자료수집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가?

정확성

4-2. 데이터 편집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4-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5-1.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정확성

5-7.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확성

1-3.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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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고통계용 자체 품질진단서의 통계품질지표 항목 수
(단위 : 지표 수)
통계작성 및 대상설정 및
기획관리
양식설계
정확성

2

3

시의성

1

관련성

2

1

접근성

1

1

효율성

1

비교성

-

합계

7

보고체계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이용

합계

4

3

2

14

1

2
3

1

4

7
1

5

4

4

1

1

8

28

나. 평가결과

(1) 종합평가

<건강보험통계>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용 통계 품
질진단서를 이용하여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을 자체 진단한 결과, 통계작성
기획 및 관리,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 보고체계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와 자
료이용 영역에 대한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평점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7> 자체조사결과 영역별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평점
통계작성 및 대상설정 및
기획관리
양식설계
자체평가
평점

4.33

4.60

보고체계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이용

평균

-

4.25

4.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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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단 결과,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에 관한 점수가 4.6으로 가장 높았으
며, 자료처리 및 집계는 4.25, 통계작성 및 기획관리는 4.33이었고, 자료이용
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4.0의 평점을 받았다.
각 세부차원별로 해당되는 상세한 문항에 대한 통계작성 담당자의 자체평
가 평점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절차별 자체 평가점수
보고통계 자체품질진단 지표
1-1. 통계작성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1-2.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1-3.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1-4.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1-5.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1-6. 통계작성 및 보고체계 개편작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7.개편작업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가?
2-2. 보고항목과 각종 보고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2-3.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2-4.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2-5. 자료 수집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가?
3-1. 보고단계별로 업무내용을 설정하고 있는가?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3-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3-4. 자료수집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가?
4-2. 데이터 편집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3. 통계표 및 그래프를 통계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
4-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5-1.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5-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5-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5-4. 모든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있는가?
5-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5-6.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
5-7.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5-8.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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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5
4
5
2
5
5
5
4
4
5
5
4
4
4
5
4
4
4
4
4
4
4

(가) 통계작성 기획 및 관리
우선, <건강보험통계>의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에 있어서는 통계작성 목적
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
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근거자
료는 건강보험통계연보와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
본계획(안))로서 제시되었다. 통계작성 여건에 포함되는 예산과 인력은 통계
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p.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예산, 기획안 작성 및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사 시기 및 일정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 연보는 다양한 정부기관,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
교수 등 주된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중에 있어 향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통계작성과 관련
된 각종 자료의 문서화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연보관련철Ⅰ(공동
발간 회의p7, p8, p10, 통계연보 발간 기본계획(안)p.19,)

기본통계규정관계

철(D/W자료정비문서)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통계>의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① 통계개발 및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수립

② 통계작성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 ③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 ④ 업무
매뉴얼 변경 시 매뉴얼 보완 등이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작성 및 보고 체계 개편작업은 통계작성 및 보고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편작업과정, 개편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모두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공단 및
심평원에서 각각 발간하던 통계연보를 2004년 공동발간을 통하여 통계작성
에 있어서 여러 부분 개편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항은 통계연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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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건강보험통계연보 일원화 회의 p.7, 개선방안 p.10-4)에 제시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편작업과정이나 방법은 공개하지 않으며 개편결과는

최종

건강보험통계연보 공개하고 있고 개편 작업 후 자료의 불일치 발생시엔 공
지하며

아직은 이에 대한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하였다.

<건강보험통계>는

연보발행에 앞서서, 편집방향을 확정하고,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현황, 질
병통계를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나)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은 통계연보관련철Ⅰ(통계연보 수록내
용검토 p.7-8)에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자료수집 기준시점 또는 자료수
집 대상기간의 설정의 경우 통계연보 자료수집은 년도말 기준으로 설정하며
이는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 p.19)에 제
시되어 있다.
보고 항목과 각종 보고 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
고 있으며 양식은 법령이 명시하는 바에 따르고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항목의 논리적 배열 및 작성 방법은 건강보험통계연보 p14~p18 등에 명
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의 목적에 적합한 항목은 통계연보관
련철(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 p.19)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필요에 따라 비밀보호 사항 공지(관련법 조항 기입 등) 는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각 양식의 각 항목의 설명 및 기입요령(특정항목 산출식)등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착오사례나 작성된 양
식 견본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공동발간 협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통계연보
관련철Ⅰ(공동발간 회의p7, p8, p10, 통계연보 발간 기본계획(안)p.19,)과 기
본통계규정관계철(D/W자료정비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건강보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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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의 자료의 수집은 팀 내에서 이루어지며, 과정의 공개여부는 없다고 보
고하였다.

(다) 보고체계 관리
한편, 보고체계 관리에 관해서는 <건강보험통계>의 자료입력이 모두 전산
화되어 있는 특성상 보고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없음’으로 표시
되었다. 이는 <건강보험통계> 보고가 정해진 입력서식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사에서의
입력담당자 및 중앙 자료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설정, 보고 담당자
교육 및 관리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은 입력요령지침이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되
어있고 또한 작성요령 및 입력 매뉴얼이 존재하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화된 입력프로그램으로는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고 있
으나 현재는 수기작성과 병행하여 시범운영중이다. 향후 전부 전산프로그램
을 통한 입력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전산파일(엑셀, 엑세스 등) 또는 전산시스템 제
공에 대해서는 공단의 D/W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다. 입력요령에 대한 지
침이나 입력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데이
터 편집 작업의 규칙은 건강보험D/W 활용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매월기
본통계 관리(자격, 급여, 보험료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화된 데이터
편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값에 비해 아주 크거나 작다고 의
심되는 값(이상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 간 연관관
계에 대한 데이터 편집이나 미제출 개별자료 및 미완성된 개별자료 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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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건강보험통계>의 경우 통계표의 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프의 작
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계이므로 이용
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통계표 상 집계범주는 적절하
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필요항목에 따라 시계열 비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신, 공단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기본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오류를 최소
화하고, 통계연보 발간 전 매년 초에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하는 데 이때
건강보험실적의 시계열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래프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은 매월 기존통계 작성
시 오류 점검,

통계연보 발간 전 주요통계지표 발간 시 오류 점검, D/W와

통계연보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마) 자료이용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의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의 점검은 인쇄전이나 인쇄
중에 수시로 자료의 수치 및 표기오류를 점검하여 이를 수정한 후 간행물을
발간함으로써 적절히 실시되고 있다.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이용자를 위한 발간물 개요, 잠정치 및 확정
치 설명, 간행물에 사용되는 기호 설명, 자료 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 문의
처 등은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p14~p18)에 제시되고 있다. 결과자료의 공
표에 있어서 자료수집부터 공표시점까지 시의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정기적인 발표 자료의 경우 발표 일정이 규칙적으로 준수되고
있었다.

이는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

(안)P.19-4)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결과자료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
에는 범위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용자는 가공하지 않은 개별 자료를 이용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공된 자료의 범위 또한 통계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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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는 자료범위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통계>는 건강보
험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통계자료로써 각 기관마다 범위의 제한은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통계연보(일러두기P.14)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
한계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직은 이용자의 자료
접근 범위나 가공 정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었다.
한편, 일목요연한 편집체계 구축 및 불필요한 통계표의 중복을 배제하고자
하며 통계수요자를 위하여 통계연보 수록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당 통계
자료는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E-mail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
의 제공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서 공단홈페이지 통
계자료실(WWW.NHIC.OR.KR/whm/wbmb/981_index.html)에서 사용가능하
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
리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 가격 및 구입방법, 개별자료 구입비용 및 이용절
차 등에 대한 공지는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P.19-1) 건강보험통계연보(각 시계열 자료들의 주
석 설명)에 공개하고 있으나

시계열 자료의 개념, 특성, 산출방법, 기준, 기

준시점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이용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없음’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개별자료 비밀보호사항이 공개되거나,
자료 처리과정에서 개별자료 비밀보호가 유지 되고, 자료 제공 시 개별 식
별이 가능한 자료는 제외되며, 직원들에게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의 필
요성, 보호할 내용, 보호방법, 보호의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 후 공개하는지 등에 대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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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단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장치의 마련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통계>에서는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자
료를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기본통계규정관계철(『2004건강보험통계연보』의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등록(ISSN) 및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 보고 P.22)에서
적절히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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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차원별 결과

정확성의 경우, 총 14개의 항목 중 ‘관계없음’으로 표기된 5개의 항목을 제
외한 나머지 9개의 항목을 가지고 평점을 계산하였다. 접근성은

‘관계없음’

으로 표기된 1개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항목을 가지고 , 시의성은 2
개, 비교성과 효율성은 각각 1개, 관련성은 3개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9> 자체조사결과 품질차원별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평점
자체평가
평점

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접근성

효율성

비교성

평균

4.44

4.50

3.67

4.17

5.0

4.0

4.27

자체진단 결과, 시의성과 효율성은 4.5 이상의 평점을 받아 매우 우수한 품
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확성과 접근성은 4.5 이하로 우수한 품
질이었으나, 비교성은 4.0점, 관련성은 3.67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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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품질차원별 자체 평가점수
보고통계 자체품질진단 지표

품질차원 점수

1-1. 통계작성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5

1-4.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2-2. 보고 항목과 각종 보고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5-6.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
1-6. 통계작성 및 보고체계 개편작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관련성

2
4

비교성
시의성

4
5
4

1-7.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

2-5. 자료 수집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가?

5

4-3. 통계표 및 그래프를 통계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

4

5-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접근성

4

5-4. 모든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있는가?

4

5-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4

5-8.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4

1-2.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4

1-5.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5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가?

5

2-3.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4

2-4.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5

3-1. 보고단계별로 업무내용을 설정하고 있는가?

-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정확성

3-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

3-4. 자료수집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가?

4

4-2. 데이터 편집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4-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5

5-1.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4

5-7.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1-3.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효율성

5

(3) 외부품질 진단 결과

외부품질진단서에 포함된 문항의 항목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외
부품질진단서의 경우 자체품질진단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통계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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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리에 관한 정확성 문항 1개와 시의성 문항 1개로 총 2개와 자료수집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에 관한 접근성 문항 1개가 제외되어 총 25개의 문항
이 사용되었다. 외부품질진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인과 인제대학
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1인에 의해 평가되었다.

<표 11> 보고통계용 외부 품질진단서의 통계품질지표 항목 수
(단위 : 지표 수)
통계작성 및 대상설정 및
기획관리
양식설계
정확성

2

3

보고체계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이용

합계

4

3

2

14

1

1

시의성
관련성

2

1

3

접근성
효율성

1
1

5

5
1

비교성
합계

4

4

4

4

1

1

8

25

<표 12> 외부심의결과 영역별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평점
통계작성 및 대상설정 및
기획관리
양식설계
외부평가
평점

4.3

4.88

보고체계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이용

평균

-

4.38

4.13

4.36

외부품질 진단 결과, 통계작성 및 기획관리 항목은 평점 4.3,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 항목은 평점 4.88, 자료처리 및 집계는 4.38, 자료이용 항목은 평점
4.13을 받아 모두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보고체계관리 항목의
경우 통계작성담당자와 마찬가지로 ‘관계없음’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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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외부심의결과 품질차원별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평점
외부평가
평점

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접근성

효율성

비교성

평균

4.4

5.0

4.17

4.2

5.0

4.0

4.36

외부평가위원 2명의 외부품질진단을 분석한 결과 시의성과 효율성은 평점
5.0으로 ‘매우 우수’ 등급, 정확성은 4.4, 접근성, 관련성과 비교성은 각각 4.2,
4.17과 4.0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편, 개별의 문항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외부품질심사위원들은
<건강보험통계>에 대해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
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
는가,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의 항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요구 만족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한 심사
자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집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추측하
였으나 다른 심사자는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지금까지 제공자 중심의 통계였으
며 통계수요자의 선호도나 수요 상황을

조사한 적이 없으며, 조사계획도 들어

보지 못하여, 많은 외부 연구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통계임에도 연보에 제시되
지 않아

필요시에 연구자들이 직접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

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통계개요에 대한 설명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통계 이용자를 위하여 상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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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통계표 및 그래프를

자료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

에 대해서는 한 심사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주요지표에
대한 시계열자료의 제시가 제공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다른
심사자 역시 “통계표는 많이 제공되고 있고 주요지표에 대한 시계열자료의 제
시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정보는 없음”을 지적
하였다. 마찬가지로,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계열자료는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은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편,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
심사자는 “진료비 청구 자료를 통해 개별 환자의 질병정보를 직원이 수시
로 접근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건강보험 통계 관리에서 문
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적되어 우려를 표명하였고, 다른 심사자도
“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자료는 비밀보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실제 그 관리는 충분하지 못하며 보고하는 방법에서도 적절
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등 허점을 가지
고 있음”을 지적하여 두 심사자 모두 이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시급함
을 제시하였다.
두 심사자는 아울러, <건강보험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에 있어서
“건강보험자료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나 건강보험
이라는 제도가 가져오는 특이성 때문에 그 내용의 충실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할 때는 건강
보험 재정관리의 측면에서의 통계자료의 제공과 국민건강측면에서의 통계자료
제공으로 분리하여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재정관리의 측면은 내부
적인 업무용과 대외적인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측면에서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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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주로 대외적인 활용이 부각되는 것이라 판단됨으로 이에 따라 각종 유
병율 등 건강측면의 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마찬가지로 다른 심사자는 “건강보험통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규정된 양식과
지침에 의해 매월 반복적으로 청구되는 진료비 자료에서 산출되는 것이므로 일
관성과 규칙성이 확립된 자료”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는 “통계자료의 수요
자 요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 요양기관종별 연간 보험진료비 수입, 약제비 비율
등),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혼동되는 경우(예: 총진료비 vs. 요양급여비용)가 있
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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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절차별 외부품질심의위원 평가점수
보고통계 품질진단 지표

A

B

평균

1-1. 통계작성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5

5

5

1-2.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5

5

5

1-3.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5

5

5

1-4.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4

1

2.5

1-5.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3

5

4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가?

5

5

5

2-2. 각종 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5

5

5

2-3.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5

4

4.5

2-4.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5

5

5

3-1. 보고단계별로 업무내용을 설정하고 있는가?

-

-

-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3-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

-

-

3-4. 자료수집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가?

4

5

4.5

4-2. 데이터 편집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4

4

4-3. 통계표 및 그래프를 통계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

4

4

4

4-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5

5

5

5-1.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5

5

5

5-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4

4

4

5-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5

5

5

5-4. 모든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있는가?

5

5

5

5-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4

4

4

5-6.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

3

5

4

5-7.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3

1

2

5-8.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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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품질차원별 외부품질심의위원 평가점수
보고통계 품질진단 지표

품질차원 A

B

평균

5

5

5

4

1

2.5

5

5

5

1-1. 통계작성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1-4.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성

2-2. 각종 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5-6.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

비교성

3

5

4

5-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시의성

5

5

5

4-3. 통계표 및 그래프를 통계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

4

4

4

5-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4

4

4

5

5

5

5-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4

4

4

5-8.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4

4

4

1-2.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5

5

5

1-5.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3

5

4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가?

5

5

5

2-3.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5

4

4.5

2-4.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5

5

5

3-1. 보고단계별로 업무내용을 설정하고 있는가?

-

-

-

-

-

-

3-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

-

-

3-4. 자료수집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가?

4

5

4.5

4-2. 데이터 편집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4

4

4-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5

5

5

5-1.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5

5

5

5-7.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3

1

2

5

5

5

5-4. 모든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있는가?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1-3.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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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정확성

효율성

(4)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결과 비교

<표 16> 영역별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자체/외부평가 평점 비교
통계작성 및 대상설정 및
기획관리
양식설계
자체평가
평점
외부평가
평점

보고체계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이용

평균

4.17

4.60

-

4.25

4.0

4.23

4.20

4.88

-

4.38

4.06

4.31

<표 17> 품질차원별 통계작성절차 적합성 자체/외부평가 평점 비교
자체평가
평점
외부평가
평점

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접근성

효율성

비교성

평균

4.44

4.50

3.33

4.17

5.0

4.0

4.23

4.35

5.0

4.0

4.2

5.0

4.0

4.31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자체평가와 외부
품질심사위원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부품질심사위원의
평가가 약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성에 대한 외부평가가 보
다 우수한 것에 기인하여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외부평가의 점수가 조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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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의 정확성 평가

가. 개요

(1) 목적

통계품질은 무엇보다도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달려있으며, 이
는 또한 조사나 보고를 통해 자료수집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확성에 의해 좌
우된다. 보고통계의 하나인 <건강보험통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
평가원의 각 지사에서 양식에 의거하여 접수된 자료를 전산화 시스템에 기
입함으로써 자료가 얻어지고, 이는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해 중앙전산시스템
에 축적, 관리된다. 통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최초의
생산자가 상위 기관에 보고하는 자료와 실제 현장의 데이터가 얼마나 잘 일
치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본 진단팀은 심도 깊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입력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가를 진단함으로
써 통계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점검 대상

<건강보험통계>의 경우 각종 양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산화된 시스템
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취합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국
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각 지사 입력 담당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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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평가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또 수집 과정의
효율성 등을 자료수집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
고 신뢰성을 갖춘 통계자료를 얻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들은 우선, 현장방문시기, 점검방법,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각각 2개의 공
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
를 직접 찾아가서 기초적인 자료수집의 정확성에 관한 설문 응답을 수행하
고, 그 후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전해 들었
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료수립의 정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
단 지사에서 근무하는 1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점검 항목

해당 통계의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수집의 정
확성 진단 조사표’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통계보고담당자의 변동성 유무, 업무 파악 및 습득 방법, 업무에 관한 교육
여부, 교육의 도움 정도, 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또는 관리 실시 여부, 자
료 취합 및 통계처리의 애로사항 유무, 통계처리 후 결과 보고의 애로사항
유무,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수단,
통계보고에 대한 확인 혹은 검정 경험의 유무, 자체 확인 또는 검증의 실시
여부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의 항목을 객관식 및 서술형으로 구성된 질문을
설문지 형식으로 구성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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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 업무흐름도

(5) 점검 결과의 요약

응답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그들이 근무하는 지사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해당지사에서 자료입력자는 고정적인 경우
도 있었고, 유동적인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8명/17명)는 고정적
으로 자료를 입력했고, 나머지 절반(7명/18명)은 유동적으로 자료를 입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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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력의 기법은 내부지침, 업무처리요령, 직무교육, 업무편람, 전임자로부
터의 전달 등을 통하여 습득되었다. 3명을 제외하고는 자료입력과 관련된 교
육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크게 (10/14명)

또는 약간은 도움이 되었다(4/14명)고 응답하였고, “교육 횟수의 증가”에 대
한 요청과 “최근자료로 생성된 통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 업무관련 전산
교육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자료입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적되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7/17명)가 과반수였으나, 어
려움을 느낀 경우(10명)가 적지 않았고, “담당인원의 부족”, “연계자료 파악
의 어려움”, “오류 파악의 어려움” 등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러한 어
려움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보운영부 협조, 민원 발생 후 오류수정, 표준매

뉴얼 활용, 연계자료 재구성. 팀 내 직원과의 업무협조, 기 시달된 지침서 등
의 확인, 자료제공처 및 담당자에게 문의자료 파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1시간에서부터 길게는 1주일 이상이 소요
된 경우도 있었으며, 자료의 성격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자료의 양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그렇
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많았는데(10/17명),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7/17명) “양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자료입력 수정 등이 불편함” 등이 그 주된 이유였다. 또한 “용어나 코드,
기준 등이 불명확함”과 더불어 “제출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도 제기되었
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자료 항목을 고려해, 수정 대체항목을 개
발함,” “시행착오 후 수정, 재교육,” “전임자 전수, 매뉴얼 활용 ”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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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보고양식을 파악하고 자료를 입력하는데 걸린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
는 3일 정도 걸려서 자료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업
무와 관련하여 주로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수단은 업무지침서, 전상통계 프
로그램, 본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것, 공단 홈페이지의 my office의 이
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근무자로서 업무수행 관련하여 확인 또는 검정(입
력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점검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절정도
의 응답자만(7/17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확인수단 또는 검정수
단은 내부감사, 표본색출 검정 전산시스템 확인 리스트 출력 검사 자료연계
등을 통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 중 4명은 업무수행에 대한 자
체확인 또는 검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입력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 과정이 결여되어 있음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사가 자료수집 및 누적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일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지사에는 구축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확인 보완조치를 한다, “전산정보 시스템을 재정
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공단지사도 있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사에서는 자료는 공단본부에서 누적하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며, 자료를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지역공단
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하였다.
응답자들은 자료수집과 누적데이터의 처리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 개선점을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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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원(原) 자료가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② 지사의 모든 업무는 대민업무로 각종 자료입력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민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즉시 확인과 검증이 가능하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공공기관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 즉 개인 전화
번호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다
④ 구축자료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 운용하
고 있다
⑤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다른 업무처리를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⑥ 공단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지사에서는 별다른 관심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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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표자료의 충실성 평가

통계생산과정에서는 오류가 없는 통계라고 할지라도, 공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통계품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하여 진단할 것도 없이 잘못된
통계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많은 통계간행물, 조사보고서,
각종 백서 등이 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발간물의 사전점검과 사
후점검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공표된 자료의 충실성을 검토함으로써 1)
주로 발생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오류의 재발생을 방지하
고, 2)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가 통계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충함으로써 통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것이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이다.

(그림 6) 공표자료의 충실성 진단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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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방법

공표자료의 충실성 진단은 발간물 오류점검과 이용자 편의성 점검으로 이
루어졌다. 점검 대상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04년 건강보험연보>과 <2005
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이었다.

나. 점검원에 대한 교육
<건강보험통계>의 공표자료 충실도 점검을 실시할 점검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졌다.

(1) 점검준비
① 통계 품질 관리 핸드북 “통계 품질 이렇게 합니다” 중 5장 “통계 자료
가 정확하고 다양한가요?”(51-58 페이지)를 자세히 읽고 숙지한다.
② 발간물 오류 점검 지침(통계 품질 관리 핸드북111-113 페이지)을 자세히
읽고 숙지한다.
③ 발간물 점검표에서 2개의 대 항목 (1. 이용자를 위하여, 2. 조사정보)에
속한 진단 항목들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숙지한다. (다른 2개의 진단
항목은 이번 발간물 점검에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2) 해당 통계의 개요 파악 및 발간물 점검표 작성
① 2002년도 환자 조사 보고서 중 I. 조사목적, II. 조사 연혁, III. 조사 개
요 (1-4 페이지), V. 2002년도 환자 조사 주요 결과 (12-34 페이지), VII.
부록(655-672) 내용을 자세히 읽고 숙지한다.
② 위의 ①에서 숙지한 해당 통계의 개요 내용 중 발간물 점검표의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그 유무를 선택하고 그 근거 자료를
표기한다.
③ 또한 아래 발간물 점검의 지침에 따라 발간물을 점검하는 동안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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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점검표의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그 유무를 선택하
고 그 근거 자료를 표기한다.
-예

시2004년도 식품 및 식품

2-10: 용어해설

첨가물 생산 실적 보고

유

서, II 조사 개요, 9. 용어
해설 (11-12 페이지)

다. 점검 실시

① 뒤 부록에 주어진 발간물 점검 세부 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점검 중에 발간물의 오류가 발견되면 그 오류에 해당하는 발간물 오류
점검 지침의 분야와 점검부문을 찾아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예
분야

단위 부분

시오류 내용/특이

점검 부분

사항
2004년
과자류

단위의 누락여부 생산량에 대한 표에
확인

서 단위 (ton)이 누

위치

보고서 346
페이지

락됨

③ 점검 중에 발견된 오류에 대한 해당 점검 지침의 분야나 점검부문이 없
다고 생각되면 오류 내용과 위치만 기록한다.
④

발간물 점검은 발간 오류의 검색뿐만 아니라 항상 이용자의 측면을 고
려하여 실시한다. 발간된 자료를 통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용이
하게 찾을 수 있는지 또는 표나 그림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등을 항상 고려하며 점검을 실시한다. 이용자 측면에서 발간물의 자

- 47 -

료 이용 또는 내용의 이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
시 기록한다.
-예
분야

점검 부분

시-

오류 내용/특이 사항

위치

연령별 몸무게에 대한 막
대 그래프에서 막대의 수가

보고서( 요약)

한 그림에 너무 많아 연령별

24,34,56-78 페이지

수치 비교가 어려움

⑤ 언제든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⑥ 점검을 실시한 모든 항목들(내용, 숫자, 주석 등)은 점검대상 통계 간행
물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라. 점검 사항

점검은 발간물 오류에 대한 점검과 이용자 편의성 점검으로 구분되어 실시
되었다. 먼저 발간물 오류점검은 근거자료와 비교하거나 표기오류 또는 누락
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통계자료(통계DB, 외부통계자료, 간행물 자료와의 일치 여부, 미공표 통
계자료 수록 여부,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② 표 형식 및 내용(정확성, 적절성, 기호의 적절성, 표기의 일관성, 제목과의
일치여부)
③ 용어(용어해설의 적절성, 용어의 일치성, 통일성)
④ 단위(정확성, 누락 여부, 단위 위치의 통일성)
⑤ 주석(통계표의 내용과 일치여부, 번호의 일치여부, 누락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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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처(정확성, 누락여부)
⑦ 도표 및 그림(정확성, 오해의 여지)
⑧ 기타 사항(목차 제목과 일치여부, 목차 페이지와의 일치여부, 한글 및
영문의 오탈자, 영문 표기의 일관성, 영문 표기의 누락여부, 표제목의
적절성, 설명문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였다.

이용자편의성 점검은 <건강보험통계>가
① 단순 통계자료 수록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분석자료, 이용상의 유
의점, 해석방법 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그리고
② 조사개요, 표본특성과 관련한 설명, 용어해설, 부록 등 이용자들에게 기
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이 수록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
한다.

마. 점검결과
점검결과는 발간물의 오류 점검과 이용자 편의성 수록 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발간물의 오류 점검

(가) 통계자료의 점검
① 여기서는 <건강보험통계>의 연보에 수록된 통계자료가 일차적으로 통
계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자료인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건강보험통계>의 제1편 건강보험 일반현황 통계표 22개, 제2편 건강보
험 재정현황 통계표 11개, 제3편 건강보험 급여실적 통계표 23개, 제4편
건강보험 심사실적 통계표 47개, 제5편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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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개, 제6편 질병통계 통계표 19개,제7편 부록 통계표 19개 등 173개
의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제7편의 부록 통계표 19개를 제외하고, 154
개의 통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
보>의 DB (http://www.nhic.or.kr/wbm/wbmb/981_index.html)와 비
교하였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였다.<표 6>의 연도별 보험자수는 통계데
이터 베이스의 실제자료를 보여준다.
<건강보험통계>의 주요통계는 제2장 가입자 현황 통계표 5개 제3장 보
험료 현황 통계표 4개 제4장 보험급여 진료실적 통계표 16개 제5장 보
험재정 현황 통계표 2개 등 모두 27개의 통계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200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의 DB
(http://www.nhic.or.kr/wbm/wbmb/03_index.html)에 게재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② 수록된 외부통계자료가 그 통계자료를 작성한 기관의 통계간행물 또는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였다.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부록에 수록된 외부통계자료로는 건강보험통계
연보의 <표 7-1> 인구추이, <표 7-2> 인구지표 <표 7-3> 생명표(2002),
<표 7-4> 연령별 성별 추계인구, <표 7-6>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표 7-7>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통계(국제통계), <표 7-8> 의
료보장 인구 및 적용률(OECD), <표 7-9> 기대여명(국제통계), <표
7-10> 의료인력 현황(국제통계), <표 7-11> 영아사망률(OECD), <표
7-12> 입원진료 병상수(OECD), (표 7-13> 병상이용률(OECD), <표
7-14> 입원환자 1인당 입원일수(OECD) <표 7-15> 국민 1인당 입원일
수(OECD)로서

국내통계는 주로 통계청의 웹 사이트, 국제통계는

OECD Health Data를 다운로드받은 것으로서, 통계청이나 OECD 통계
웹 사이트의 자료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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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공개 통계자료가 수록되어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미공개 통계자료는 <건강보험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자료를 말하는데,
그러한 자료는 없었다.

④ 시계열 자료가 일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시계열 자료는 개별 통계표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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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형식 및 내용 점검
① <표> 형식의 자료가 정확한가를 확인하였다.
②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들과 내용들이 적절한가를 확인하였다.
③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④ 통계자료의 표기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였다.
⑤ 간행물과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제목(항목)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에 해
당하는 통계자료도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였다.

(다) 용어 점검
① 용어해설이 적절한지를 해석하였다
② 동일내용을 다루는 통계표의 용어가 통계작성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였다
③ 간행물 전체적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특히, 의료서
비스 시장 등의 개방과 관련하여, 해당용어의 영문표기에도 아무런 문
제가 없는가를 확인하였다.

(라) 단위 점검
① 단위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② 단위가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였다.
③ 통계표별 단위 위치가 통일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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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석 점검
① 주석이 통계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였다
② 주석번호가 통계표 내의 주석번호와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였다.
③ 불필요한 주석이 들어가는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바) 출처 점검
①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였다.
② 주석번호가 통계표 안의 주석번호와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였다.
③ 불필요한 주석이 들어가 있는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사) 도표와 그림 점검
① 도표나 그림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였다
② 도표나 그림이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아) 영문표기 점검
간행물에서 용어의 한국어 표기와 영어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
다. (예: 표 1-2.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① 의료보장(Medical Security) 적용인구가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의료급여
인구를 포함한다는 각주가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② 연앙추계인구(midyear-estimated population)
→ 추계 연앙인구(estimated midyear population)
③ 총인구와 의료보장인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Difference can be exist
between population and Medical Securit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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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계인구와 실제 의료보장인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Difference can
exist

between

the

estimated

population

and

Medical

Security

population)

이상에서 점검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오류부분에 대하여
재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재확인 결과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삭
제하였다. 이는 <표 19>에 정리되어 있다.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
에 비해 큰 오류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제 VI-1표 21대 분류별 급여
현황 중 XV. 임신, 출산 및 산욕의 진료실 입원 소계 수치 오류(640,166(×)→
840,734(○))가 있는 것으로 발간물 점검원이 작성하였으나, 이는 진료형태(외
래,입원)별로 자료 출력 시 당일 한 사람이 입원, 외래에 중복 건이 발생할
경우 각 수치별엔 기재하나 합계에선 1인으로 중복제거를 하여 실제 계는
입원, 외래 합산계보다 작게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주석을 달아 이용자
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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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발간물 오류 점검표
분야

점검부분

표 형식 및
내용 부분

오류내용/특이사항

위치

제 II-1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
황 ‘총괄’의 ‘지출’ 항목에서 영문
보험급여비 Benefits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D)가 표기. 아래 내용
과 이중 표기로 삭제되어야 함

62P

목차에도 본문 표 제목과 같이 쓰
는 것이 좋을 듯. 본문에서는 제
II-9표 연도별 정부 지원금 현황 xxiiP (목차)
(총계)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목차
에는 (총계)가 미표기됨

기타

기타

오탈자 확인

제 VII-8표에서 홍콩의 영문표기
가 Hungary로 잘못 표기

562P

주석부분

주석 누락

제 VII-10 표의 주석 6)의 해당수
치가 표 안에 미표기

565P

(2) 이용자 편의성 수록 점검 결과

이용자편의성 점검을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의 항목들을 검토하였다.
① 이용자를 위한 기본정보(소개, 부록, 기호, 잠정치, 확정치, 자료 출처,
제공 매체, 문의처)
② 조사정보(조사목적, 조사연혁, 조사범위, 적용기준,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표 견본, 조사표 변천, 용어 설명,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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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집단 및 표본설계(목표 모집단, 대상 모집단, 모집단의 근접성, 표본
틀, 표본크기, 표본틀의 변경, 표본틀 내역, 표본설계 방법, 조사체계)
④ 자료집계 및 추정(품질관리, 가중치, 모수추정방법, 계절조정기법, 표준
오차 추정치 제공, 자료의 신뢰성, 무응답 현황, 응답자 분석, 자료집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소개)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일러두기의 형태로 자료이용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xiv-xix)
(예: "1.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질병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 월 기준임“)
1-2 부록(참고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 활용에 참고되는 내용을
부록을 게재하고 있다. (541-570쪽)
(예: <표 5> 제7편 부록에 들어 있는 표의 제목들을 검토한 경우 <표
7-1>의 인구추이에서 <표 7-15> 국민1인당 입원일수까지 모두 15개
표가 부록(참고자료)에 게재되어 있음)
1-3. (기호) 통계표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xviii쪽) (예: 부호로 0(단위 미만), -(해당사항 없음), --(지표미상) 등의
표시방법을 적시하고 있음)
1-4 (잠정치, 확정치)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통계표에서 통계치가 잠정치인
지 확정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다만, 통계표에서 전년도
연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년호에서 정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확
정치이다. 연보가 공표되는 연말에 앞서 연보에 수록되는 통계 중 이
용자의 수요가 많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월초에 잠정치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명확히 설명을 해 두었다. 건강보험통계연
보에 수록된 자료가 확정치일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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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1-5 (자료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경우 부록에 있는 모든 통계표에 대
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화하고 있다. 제1편 건강보험 일반현황 제2
편 건강보험 재정현황 제3편 건강보험 급여실적 제4편 건강보험 심사
실적 제5편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제6장 질병통계의 통계표는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가 자료출처이기
때문에, 자료출처를 하나하나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6 (제공매체) <건강보험통계연보> 형태 이외의 자료가 제공되는가에 대해
서는, xviii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http://www.nhic.or.kr)의
통계자료실에 통계연보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록하였으니 많
은 이용을 바란다.”고 적시하고 있다.
1-7 (문의처)<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해서는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통계분석부(02-3270-114,
http://www.nhic.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연구기획
실(02-705-6795, http://www.hira.or.kr)에 문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1 (조사목적)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통계조사는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
으로 실시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연보 안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용
되거나 명시화되지 않고 있다.
2-2 (조사연혁)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연혁은 상세하지는 않지만 머리말 부문
에 게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통계작성기관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제도적 연혁에 대해서는 iv-xiii쪽에 상세히 실려있다.
(머리말 부문: “200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별도의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양기관이 수차례
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통합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
터 통계연보 수록내용은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심사실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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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운영실
적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계이용자에게 보다 유익한 자료를
될 것을 확신합니다.”
2-3 (조사범위(대상)) 조사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
지는 않으나, <건강보험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통계임을 알 수 있
다
2-4 (적용기준) 조사에 적용하는 국내 또는 국제기준과 그 내역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건강보험통계>는 보고통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5 (조사항목) <건강보험통계>는 보고통계로서 연보의 <차례>에서 각종
통계표의 명칭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조사항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차례>에 수록된 통계표는 <표 2-4>에 정리되어 있다.
2-6 (조사주기) <건강보험통계>는 보고통계로서 발간주기가 1년이기 때문
에,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실적 관련 통계와 질병통계가 월 기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7 (조사방법) <건강보험통계>는 보고통계로서 해당사항이 없으나 간단하
게 자료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2-8 (조사표 견본)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표 작성에 기초가 되는 각종 건
강보험서식의 견본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따로 책자로 발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9 (조사표 변천) <건강보험통계>의 통계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식의 변화
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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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용어설명)<건강보험통계>의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용어는 18개가 설
명되어 있으며, 10개의 지표가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다.
2-11 (공표방법) <건강보험통계>는 보고통계로서, 이 집계결과는 공표방법
이나 공표일정이 예고되어 있지 않다.
3-1 (목표모집단) <건강보험통계>의 목표모집단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
고 있는 전 국민으로, 필요에 따라 의료부조 대상자나 외국인 가입자
도 통계대상에 들어가는 방대한 목표모집단을 가진 보고통계이다. 이
것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필요에 따라, 목표모집단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3-2 (대상 모집단) <건강보험통계>의 대상모집단은 원칙적으로 목표모집단
과 차이가 나지 않는 통계로서, 실제 대상모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할 필요는 없다.
3-3 (모집단의 근접성) <건강보험통계>의 경우는 대상모집단과 목표모집
단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3-4 표본틀(표본조사)
3-5 표본크기(표본조사)
3-6 표본틀의 변경
3-7 표본틀 내역(표본조사)
3-8 표본설계방법
상기의 진단항목은 <건강보험통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사항을 진단할 필요는 없다.
3-9. (조사체계) <건강보험통계>는 현지에서 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조사체계(달리 표현한다면 보고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이들에 관한 사
항을 진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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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품질관리)
4-2 (가중치)
4-3 (모수추정방법)
4-4 (계절조정방법)
4-5 (표준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4-6 (자료의 신뢰성)
4-7 (무응답 현황)
4-8 (응답자 분석)
4-9 (자료집계)

상기의 진단항목은<건강보험통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
수조사로 표본조사의 기법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개별항목을
진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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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만족도 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통계생산자가 통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얼마나 부
응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향후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이를 반영

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치를 지닌 우수한 통계를 생산하는데 목적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
는지를 직접 설문조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하
게 파악하여 이를 품질개선에 활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 및 진행

통계이용자만족 진단은 우선 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인
<건강보험통계> 이용자 명부를 이용하여 조사모집단을 구성한 후, 조사표를
설계하고 외주 용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자료를 입력, 집계하여
만족도와 이용실태 분석을 실시하는 업무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건강보험
통계>의 경우는 통계이용자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나누어 그들에 대
하여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규모는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어야 함으로 충분한 크기의 통계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작성담당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다양한 채널로 이용자를 파악하고
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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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체 흐름도
조사계획
수립

—

•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사대행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수립

—

• 진단대상통계 이용자 명단 자료수집 및 명부 작서

⇩
통계이용자
명부작성
⇩
조사표
설계

—

• 품질관리부서, 진단대상 통계담당자, 조사대행기관과 협의
후 결정

⇩
• 품질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조사대행기관이 실시

조사실시 —

• 전화, e-mail, 팩스, on-line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
자료 입력,
집계 및 분석

• 조사완료설문지를 내검, 입력, 집계

—

• 이용행태, 만족도 등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환류

—

• 분석 자료는 해당 부서의 의견수렴 후 최종결과 보고서 송
부

(3) 주요 조사 내용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를 위해 사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통계 이용실태 (8문항)
② 이용 만족(개별속성만족 문항 12 문항, 전반적 만족도 1문항)
③ 문제점 및 개선의견(2문항)
④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직업 등 7문항)
⑤ 추가 항목(평가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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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조사표 설계항목
주제별

주요조사내용

∙
∙
∙
∙
통계 이용 실태
∙
∙
∙
∙
∙
∙
생산/공표
∙
∙
∙
개별
∙
속성 이용 편리성
이용 만족
∙
만족
∙
∙
∙
내용 충실성
∙
∙
전체적(체감) 만족도) ∙
∙
문제점 및 개선의견
∙
∙
∙
응답자 특성
추가 항목

통계의 작성주기 인지 여부
통계의 작성방법 인지 여부
통계자료 이용목적
통계자료 이용횟수
통계자료 이용형태
통계자료 입수경로
통계자료 이용비용
자주 이용하는 통계자료 부문
표본추출 또는 모집단의 적절성
작성대상(조사대상)의 정의
적절한 시기의 공표 여부
예고된 일정에 따른 공표 여부
제공방법 및 보고서 편제의 이용 편리성
시계열의 비교 편리성 여부
국제자료와의 비교 편리성 여부
이용 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 정확성
통계자료의 정보제공의 충분성 여부
통계자료의 내용의 다양성 여부
통계 정보의 정확성 여부
통계 정보의 신뢰성 여부
전반적인 이용자의 만족수준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점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성별, 연령, 직업, 소속, 통계이용경험,
업무에서의 중요 등 응답자 특성 항목
∙ 해당 통계의 전문가들에게 통계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파악

나.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건강보험통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분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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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속별

업무
수행
기간별
통계
중요도
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무원
사무직
연구직

사례(명)
52
24
1
24
31
18
2
16
6
9

퍼센트(%)
68.4
31.6
1.3
31.6
40.8
23.7
2.6
21.1
7.9
11.8

교수직

38

50.0

기타

7

9.2

행정기관

8

10.5

연구기관

8

10.5

학교

35

46.1

기업
단체및협회
보건의료기관
기타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2
1
20
2
9
11
18
38
34
31
8
3
0

2.6
1.3
26.3
2.6
11.8
14.5
23.7
50.0
44.7
40.8
10.5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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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 제시된 본 이용자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학적/사회
경제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 68% 여자 32%로 남자가 2/3에 해당하
고, 연령별로는 40대 41% 30대 32% 50대가 24%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회경
제적 특성을 보면 직업별로는 교수직 50%, 공무원 21%, 연구직 12%로 이루
어지고, 소속기관별로는 학교 46% 보건/의료 26% 연구기관 11% 행정기관
11%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력별로는 10년 이상 50% 5-10년 24% 3-5년
15% 3년 미만 12%로 이루어져 있다. 이용자만족도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이용자는 통계자료의 활용비중이 높은 직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었다.

(2) 통계 이용 실태

<표 21> 통계의 작성주기 인지
매월
분기
반기
매년
모르겠다
합계

사례(명)
1
14
2
44
11
76

퍼센트(%)
1.4
18.4
2.6
57.9
14.5
100.0

응답자의 57.9%인 44명이 건강보험통계가 1년에 한번 작성되는 것으로 옳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 직업, 경력별로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
며, 대체적으로 <건강보험통계>의 활용빈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매년 1회
작성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의 응답자일수록 매년 1
회 작성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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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통계의 작성방법 인지
사례(명)
37
4
5
8
16
6
76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표본조사 혼합
가공통계
보고통계
모르겠다
합계

퍼센트(%)
48.7
5.3
6.6
10.5
21.1
7.9
100.0

한편,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건강보험통계>의 작성방법을 49%가 전
수조사에 의한 조사통계라고 생각하고, 보고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단지 21%에 이르고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통계의 사용용도
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학술/학습활동
사업및경영계획수립
다른 통계를 위한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업무 외 개인적 관심
기타
합계

사례(명)
18
43
8
4
2
1
76

퍼센트(%)
23.7
56.6
10.5
5.3
2.6
1.3
100.0

한편, 설문응답자들 중 <건강보험통계>를 연구/학술/학습활동에 사용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56.5%, 정책수립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7%, 사업
및 경영계획 수립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5%에 이르고 있어서 대부분
의 자료이용이 연구나 정책수립에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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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통계의 이용 빈도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연 1회 혹은 그 이하
합계

사례(명)
13
20
21
22
76

퍼센트(%)
17.1
26.3
27.6
28.9
100.0

통계이용자들의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이용 빈도를 보면 월 1회 이상
17.1%, 분기 1회 이상 26.3%, 반기 1회 이상 27.6%, 연1회 정도 또는 그 이
하 28.9%에 이르러,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이용 빈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다른 국가통계에 비해서는 높은 이용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 통계의 이용형태
공표한 요약자료
간행물(책자)
재집계한자료
분석한 설명자료
원시자료
기타
합계

사례(명)
14
33
10
12
6
1
76

퍼센트(%)
18.4
43.4
13.2
15.8
7.9
1.3
100.0

통계이용자들은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이용을 위해 간행물 책자 43.4%,
공표한 요약자료 18.4%, 분석한 설명자료 15.8% 재집계한 자료 13.2%, 원시
자료 7.9%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건강보험통계>의 연보나 주요
통계를 담은 간행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원시자료의 이
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건강보험통계>

이용의 목적이 연구와 학술 및 정책수립인 것을 고려할 때 원시자료의 사용
이 장려되어 보다 정교한 분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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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통계자료의 입수경로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
통계작성기관에 직접 요청
통계청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보도자료
공공 도서관/자료실 열람
기타
합계

사례(명)
32
24
9
2
5
4
76

퍼센트(%)
42.1
31.6
11.8
2.6
6.6
5.3
100.0

통계이용자들은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통계작성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홈페이지에서 얻는 경우가 42.1%, 통계작성기관 관련부서에 직접 요청하
는 경우가 31.6%,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얻는 경우가 11.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통계자료의 무료제공 인지여부
안다
모른다
합계

사례(명)
69
7
76

퍼센트(%)
90.8
9.2
100.0

한편 통계이용자들은 <건강보험통계> 자료가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90%, 모르는 경우가 10%에 이르러, 대부분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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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자주 사용하는 통계자료 부분
컨텐츠 항목
일반
1. 건강보험 일반현황 (적용인구현황 및 요양기관 현황)
현황
건강 2. 연도별, 월별, 시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보험 3.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표준보수월액 등급별 보험료 현황(직장)
재정 4. 산정등급 점수별 보험료 부과 현황 (지역)
현황 5.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 등
6.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건강 7. 시․군․구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
보험 8.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실적
급여 9. 월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
실적 10.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 평균수준횟수
11. 연령별 1인당 연간진료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
12. 월별,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실적
13. 요양기관소재지별 요양급여실적
14. 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실적
건강
15.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크기별 실적
보험
심사 16. 10대 항목별, 질병군 범주별,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실적
실적 17. 방문일당 약제비크기별 요양급여실적(처방 및 직접조제)
18. 처방일수별 요양기관종별 원외처방횟수
19. 투약일수별 처방전 발행기관종별 원외처방횟수
20. 한방 56 처방,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실적
21. 요양기관종별, 의원 표시과목별, 다발생 질병별 약제평가 항목별 지표
22. 의원 표시과목별 다발생 질병별 약제평가 항목별 지표
요양 23. 급성기도감염 의원, 요양기관종별 시도별 약제평가 항목별 지표
급여 24.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다발생 질병별, 병상규모별 혈액제재 청구현황
비용 25. 1단위 수혈율
적정
26. 연도별 CT 일반현황, 요양기관종별 CT 장비 수 및 보유기관 수
성
평가 27. 인구백만명당 CT 장비 수 및 청구현황, 촬영 평가 지표
28. 요양기관종별 다발생 질병별 CT 촬영건율, 제왕절개 분만 평가지표, 슬
관절치 환술 실시현황 등
29. 21대 분류별, 298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30. 질병소분류별 상병 급여현황 (입원, 외래)
질병
31. 한방12대분류별, 급여현황
통계
32. 질병소분류별 급여현황(다빈도 상병, 입원 및 외래, 약국처방조제)
33. 492 분류별 다빈도 증상 약국조제 실적
34. 인구 추이 및 지표, 생명표, 연령별 성별 추계인구
35.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부록 36. OECD : 의료보장 인구 및 적용율, 영아사망율, 입원진류 병상수, 병상이
용율,입원환자 1인당, 국민 1인당입원일수
37. 국제통계: 기대여명, 의료인력현황,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3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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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순위

21.9%

1

10.1%

3

2.0%
0.4%
9.2%
12.5%
2.0%
4.6%
0.4%
2.4%
2.9%
3.5%
0.9%
0.0%

13
22
4
2
13
6
22
11
9
7
21
26

0.0%

26

2.0%
0.0%
0.2%
0.0%
0.0%
2.0%
0.0%
0.4%
0.0%
0.0%

13
26
25
26
26
13
26
22
26
26

0.0%

26

0.0%

26

1.5%

18

8.1%
2.9%
0.0%
2.2%
0.0%
3.3%
1.1%

5
9
26
12
26
8
19

1.8%

17

1.1%
0.0%

19
26

통계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건강보험통계>의 자료는 건강보
험 일반현황 적용인구와 요양기관 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실적 연도별 건강
보험 급여형태 급여실적, 21대 분류별, 298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등이 있다.
또 통계이용자들이 다음으로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자료로는 연도별, 월
별, 업종별 보험재정 현황,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 실적, 성별, 연령별 급여
실적, 연령별 1인당 연간진료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총계), 월별
연도별 요양급여 실적, 10대 약제비 크기별 질병군 범주별 분류별 요양급여
비용 실적, 질병소분류별 상병 급여현황(외래, 입원) 등으로 되어 있다.

(3) 이용자 만족도 측정 결과

통계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개별항목별로 집계하여, 속성별 만족도와 전
반적(종합) 만족도를 측정한 후 다음으로 속성별 만족도와 전반적(종합) 만족
도를 활용하여 종합만족도를 계산하였다.

<표 29> 이용자만족도의 측정방법
응답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점수
5
4
3
2
1

속성별 만족도는 12개의 계열항목의 응답내용을 다음과 같이 5점 척도에
따라 환산하여 측정하며,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12개의 계열항목에서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는 평가점
수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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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체감만족도
매우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사례(명)
0
4
26
43
3
76

퍼센트(%)
0
5.3
34.2
56.6
3.9
100.0

이용자의 체감만족도는 56.6%가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39.5%가 보통이하
의 만족도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592점에
해당된다.
<표 31> 통계자료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 응답분포
(unit : %)
속성

항
목
a
명확하게 모집단이 정의되어 있다. 2.6%
조사대상이 조사목적에 맞게
통계
1.3
정확히 정의되어 있다
생산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다
1.3
과정
예고된 일정에 맞춰
0.0
공표되고 있다
제공방법/보고서 형식 등은 필요한
0.0
통계자료를 얻는데 편리하다.
0.0
활용 시계열 비교가 편리하다
편리성 외국과의 비교가 편리하다
6.6
유의사항/관련 개념/용어
2.6
정의가 잘되어있다
알고자 하는 정보를
1.3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내용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6
충실성
정확하다
0.0
신뢰할 수 있다
0.0

b
6.6%

c
10.5%

d
35.5%

e
38.2%

f
6.6%

g
100%

6.6

17.1

36.8

34.2

3.9

100

6.6

31.6

46.1

11.8

2.6

100

9.2

23.7

40.8

9.2

17.1

100

13.2

32.9

44.7

6.6

2.6

100

9.2
17.1

43.4
40.8

35.5
19.7

7.9
3.9

3.9
11.8

100
100

17.1

32.9

35.5

6.6

5.3

100

15.8

30.3

43.4

6.6

2.6

100

15.8

31.6

40.8

7.9

1.3

100

5.3
3.9

34.2
26.3

32.9
42.1

19.7
19.7

7.9
7.9

100
100

a: 전혀 그렇지 않다. b. 대체로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대체로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f. 모르겠다. g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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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만족도의 개별속성만족도를

(1) 생산/공표 (2) 활용편리성 (3) 내용

충실성의 3종류로 대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다음은 각 분
야별 분포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생산/공표 분류항목 만족도

이 부분에서는 모집단이 적절한지 여부, 작성대상이 잘 정의되었는지 여부,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는지 여부, 예고된 일정에 따라 공표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평가점수를 구하였다. 모집단의 적절성의 만족도 점수는 4.07, 조사대
상 명확성 점수는 4.00이었고, 공표시기 시의성의 만족도 점수는 3.62, 이용
자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 정확성 만족도 점수는 3.60으로 전체적 (체감)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
(그림 8) 통계의 생산/공표 항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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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편리성 분류항목 만족도

다음은 제공방법 및 보고서 편제가 이용하기 편리한지 여부, 시계열 비교
가 쉽고 가능한지 여부, 국제비교가 쉽고 편리한지 여부, 이용시 유의사항/
관련개념/용어가 정확한지 여부 등과 관련된 평가점수를 구하였다. 제공방법
/보고서 편제 만족도 점수는 3.46, 시계열 비교 만족도 점수는 3.43으로 전체
적 (체감) 만족도 점수보다 약간 낮았으며, 이용자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
정확성 만족도 점수는 3.27로 상당히 낮았으며, 국제비교 만족도 점수는 2.97
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3) 내용충실성 분류항목 만족도

다음으로는 통계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한지 여부, 통계정보의 내용
이 다양한지 여부, 통계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통계정보를 신뢰하는지 여부
등의 내용충실성과 관련된 개별항목의 평가점수를 구하였다. 통계정보 정확
성 만족도 점수 3.72, 내용신뢰도 만족도 점수 3.84는 전체적 체감만족도보다
높았지만, 통계자료의 정보충실성 만족도 점수는 3.39, 통계정보 다양성 만족
도 점수는 3.36으로 전체적 (체감) 만족도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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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통계의 이용편리성 항목 만족도

(그림 10) 통계의 내용충실성 항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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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만족도는 속성별 만족도(12개 항목)가 전반적(체감) 만족도에 미치는
속성별 만족도를 나타내는 개별문항과 체감만족도 문항관의 상관계수, 상관
계수제곱값, 항목중요도, 속성문항별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종합만족도  

 



×  



∙  : 속성별 만족도 12개 항목 중 i 항목 만족도 ∙  : 속성별 만족도 12개 항목 중 i 항목 중요도

여기서 사용한 항목중요도(w)는 각 속성별 만족도(12개 항목) 응답 값과 전
반적(체감) 만족도 응답 값과의 상관계수2 값을 구한 후, 그 값의 12개 항목
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로 산출된다.
산식 : 항목중요도  










∙ : 속성별 만족도 12개 항목 중 i 항목과 전반적(체감) 만족도와의 상관계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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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이용자 만족도의 종합만족도 구성요소와 종합만족도 점수
속성

통계
생산
과정

항

목

상관계수

속성별
만족도

종합
만족도

명확하게 모집단이 정의되어 있다.

0.374

0.140

0.058

4.070

0.238

조사대상이 조사목적에 맞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다

0.455

0.207

0.087

4.000

0.347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다

0.497

0.247

0.103

3.622

0.374

0.385

0.148

0.062

3.603

0.224

0.571

0.326

0.136

3.459

0.471

0.261

0.068

0.029

3.438

0.098

0.180

0.033

0.014

2.970

0.040

0.176

0.031

0.013

3.278

0.043

0.477

0.227

0.095

3.392

0.323

0.433

0.188

0.079

3.360

0.264

0.544

0.296

0.124

3.729

0.462

0.692

0.479

0.200

3.843
3.592

0.770
3.654

예고된 일정에 맞춰
공표되고 있다
제공방법/보고서 형식 등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얻는데 편리하다.
활용 시계열 비교가 편리하다
편 리
외국과의 비교가 편리하다
성
유의사항/관련 개념/용어
정의가 잘되어있다
알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내용 다양한 내용이
충 실 수록되어 있다.
성
정확하다
합

상관계수 항목
의 제곱 중요도

신뢰할 수 있다
계

다음의 표를 보면 통계이용자 조사에서 얻은 12개 항목의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의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항목중요도( wi)와 종합만족도를 계산한 결과
를 <표 33>에 제시하였다. 종합만족도 점수는 3.654로서 전체적 (체감) 만족
도 점수인 3.59와 큰 차이는 없다.

<표 33> 종합만족도와 체감만족도 점수

3.654

3.592

종합만족도 (5점 만점)
통계생산과정
활용편리성
3.808
3.409
체감만족도 (5점 만점)
긍정 응답률2)
60.5%

2)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
3)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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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충실성
3.652
부정 응답률3)
5.26%

종합만족도는 3.654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생산과정은 3.81점, 활용편리성
은 3.41점, 내용의 충실성은 3.65점으로 보통의 만족도를 보였다. 체감만족도
는 그보다 약간 낮은 3.59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의 응답률은 60.5% 정도
분포하여 있었으며, 부정응답률도 5.26%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을
실시하였다. 속성별 항목만족도와 중요도를 순서쌍으로 배열하여 (X, Y) 좌
표평면에 표시한 것을 포트폴리오 매트릭스(portfolio matrix)라고 부른다. 이
때 속성별 각 12개 항목을 만족도(Y축) 평균과 중요도(X축)를 중심으로 4개
의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항목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긴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 점차 개선해야 할 항목, 차별하거나 권장해야 할
항목 등으로 분류하였다.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의 4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개선영역: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
◦ 제2차 개선영역: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항목
◦ 차 별 화 영 역: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항목
◦ 권 장 영 역 : 중요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항목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4개의 영역으로 각 설문항목들을 구
분할 수 있다.

- 77 -

<표 34>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속성

통계
생산
과정

항

목

중요도

만족도

영역

명확하게 모집단이 정의되어 있다.

낮음

높음

차별화영역

조사대상이 조사목적에 맞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다

낮음

높음

차별화영역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다

높음

높음

권장영역

높음

높음

권장영역

높음

높음

권장영역

시계열 비교가 편리하다

낮음

높음

차별화영역

외국과의 비교가 편리하다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높음

낮음

정확하다

높음

높음

권장영역

신뢰할 수 있다

높음

높음

권장영역

예고된 일정에 맞춰
공표되고 있다
제공방법/보고서 형식 등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얻는데 편리하다.
활용
편리성

유의사항/관련 개념/용어 정의가
잘되어있다
알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내용
충실성

2차
개선영역
2차
개선영역
1차
개선영역
1차
개선영역

구체적으로 설문항목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제1차 개선영역: <건강보험통계>의 내용충실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통계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한가’와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가’ 등 2개의 항목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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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선영역: ‘국제비교 가능성’,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가 정
확한지 여부’ 등은 만족도는 낮지만, 중요도도 낮기 때문에
제2차 개선영역으로 간주되며,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차별화 영역: ‘명확하게 모집단이 정의되어 있는 가’, ‘조사대상이 조사목적에
맞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가,’ ‘시계열 비교가 편리한 가’
등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다른 통계와 차
별화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권장 영역: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는가 여부,’ ‘예고된 시기에 공표되
고 있는가 여부,’ ‘제공방법/보고서 형식 등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얻는데 편리한지,’ ‘통계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통계정보가
신뢰할만한지’의 여부는 중요도나 만족도 면에서 높기 때문에,
권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제점 및 개선의견
<표 35> 향후 이용여부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음
별로 이용할 생각이 없음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임
합계

사례(명)
0
1
7
38
30
76

퍼센트(%)
0
1.3
9.2
50.0
39.5
100.0

<건강보험통계>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향후 통계자료 계속 이용 의향을
묻는 문항에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50.0%(38명),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9.2%(7명),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9.5%(30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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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속적인 통계자료 이용의사를 밝히는 응답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6> 통계자료의 문제점
(중복응답)
통계자료의 문제점

빈도

(%)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

8.0

10.5

자료수집시기가 적절하지 않음

4.0

5.3

제공시기가 적절하지 않음

13.0

17.1

조사 후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28.0

36.8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함

45.0

59.2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불편함

27.0

35.5

보고서 편집 및 형식이 보기에 불편함

17.0

22.4

용어의 설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이 불편함

28.0

36.8

원시자료 이용 시 불편함

39.0

51.3

기타

3.0

3.9

계

212.0

278.9

한편,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중 가장 높은 빈도
수를 차지한 부분은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적되
었으며 (59.2%), ‘원시자료를 이용 시 불편함’이 51.3%의 응답자에 의해 지적
되었고 ‘조사 후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
료를 찾아보기 불편함’이 각각 36.8%와 35.5%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용어의 설명과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이 불편함‘도 36.8%의 응답자에게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용자의 요구에 민감한 통계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지적된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품질개선을 할 수 있
게 되고 나아가 향후 본 통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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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추가 항목

<표 37> 본 통계에 대한 전문가 여부
사례(명)
19
57
76

아니다
그렇다
계

퍼센트(%)
25.0
75.0
100

본 통계에 응답한 응답자 중 본인이 <건강보험통계>에 관한 전문가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76명중 57명으로 75%에 해당하였으며, 전문가 57인이
응답한 내용에 대한 설문응답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8> 전문가 설문 응답 결과
(단위 : 명, %, n=57)

항 목
작성주기의 적정성 여부
통계적 개념의 일관성 평가
조사항목 선정에 대한 평가
조사표 설계에 대한 평가
통계자료의 홍보 전략에 대한 평가
통계조사 준비과정에서의 체계성 평가
통계자료 홈페이지 이용편리성 평가
외국자료와의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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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편리)
하다
50
(87.7)
46
(80.7)
41
(71.9)
35
(61.4)
22
(38.6)
37
(64.9)
21
(36.8)
18
(31.6)

적절(편리)
하지 않다
7
(12.3)
8
(14)
11
(19.3)
9
(15.8)
27
(47.4)
7
(12.3)
26
(45.6)
13
(22.8)

모르겠다
0
(0.0)
3
(5.3)
5
(8.8)
13
(22.8)
8
(14.0)
13
(22.8)
10
(17.5)
26
(45.6)

전문가의 설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작성주기의 적정성 여부’와 ‘통계적
개념의 일관성 평가’에 대해 각각 87.7%와 80.7%의 응답자들이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항목 선정에 대한 평가’, ‘조사표 설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서는 적절(편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71.9%와 61.4%씩으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많음을 보고하고 있는 데, ‘통
계자료의 홍보 전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4%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하였고, ‘통계자료 홈페이지 이용편리성 평가’
의 경우 적절(편리)하지 않다가 45.6%로 나타났으며 적절(편리)하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또한 , ‘외국자료와의 비교평가’등은 적절(편리)하다는 31.6%
에 그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자료

와의 비교평가’의 경우 45.6%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건의사항
기타 응답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지
적된 사항으로는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자료를 공개하여 통계수요자들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통계치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응답자에 의해 제
시되었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통계자료의 제공시기를 단축해주기를 요청하였

으며 자료 제공시 용어의 설명이나 분석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통계연보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시군구별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통계분석 결과 제
시 방식을 더 다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과 외국과의 비교내용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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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건강보험통계> 자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적인 홍보를 강조하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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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에 대한 보다 적극

6. 품질개선노력 평가

가. 진단 개요

현재의 통계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꾸준한 개선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보험통계>가 현재 통계품질이 낮은 부분에 관해서는 품질을 개
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통계품질이 높은 영역이라 하더라
도 계속해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품질개선노력을 진단하는 부
문을 두고, 이것을 통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점검대상 및 방법

품질개선노력 평가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통계분석팀에서 <건강보험
통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품질개선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평가하기 위해 통
계청의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에 제시된 “통계품질 개선노력 실적
표” 양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통계품질 개선노력의 진단은 <건강보험통
계>의 통계작성부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통계분석팀이 업
무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제시한 개선과제를 추진실적과 비교하여 진단하였
다.
(그림 11)은 통계품질개선노력을 진단하는 전체과정의 플로차트를 보여준
다.

구체적인 진단절차는 진단계획을 통하여 진단방법을 설정하고, 품질개

선과제와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보고/환류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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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품질개선노력 진단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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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계이용자 만족도

공표자료의 충실성

자료수집의 정확성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통계작성환경

구분
차세대정보시스템

2006.11월

• 3차 공동발간위원회 회의와 1차례

료의 처리 및 운영이 가능

구축 운영예정, 보다 광범위한 자

•

실 적

• 추가 및 삭제 목록 확정 및 통계

• 수록통계 조정

개선

• 작성 절차 및 통계절차의 적합성

• 통계작성환경 개선

기 대 효 과

• 통계연보의 D/W 구축

자료정비 수행

• D/W 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한

통한 수정의 편의성 제공

게시

• D/W 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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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해 통계간행물 소책자 발행

• 통계자료 중 이용자의 요구가 높 • 이용자의 요구가 높은 통계에 대

통계이용자의 편의 도모

• 통계연보의 D/W구축을 통해

제

선

•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개

실성 개선

• 이용자의 편의 및 자료에 대한 충

류와 전산시스템 연동의 필요성 문 한 전산화 업무, 변경내역 서식등을 •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더욱 높임

• 표준서식을 통한 수기작성의 오 • 서식외 EDI및 4대보험 연계를 통

용어 정리

정 및 공동발간 완전 합의

사통계연보를 통합, 공동발간

•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건강보험심 실무회의를 통해 연보 수록목록 확

기능의 강화를 위한 계획

• 기존 D/W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계 획

통계품질 개선노력 실적표

다. 진단 결과

<통계품질 개선실적표>에 제시된 대로, 통계작성환경개선,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자료수집의 정확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통계이용자 만족도의 순서에
따라 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작성환경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여건은 인적자원과 물적자
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계분석팀의 인원보강과 <건강보
험통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산능력 확충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통계생산 담당자들은 기존 D/W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2006년
11월에 구축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결정은 보다 광범위
한 자료의 처리 및 운영을 통해 통계작성환경을 개선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
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과 관련된 통계담당자들의 연간계획은 <건강보험통
계연보>와 <건강보험심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하는 것으로서, 공동연보에
수록될 통계표 목록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실적을 보면, 3차에 걸친 공동발
간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연보공동발간에 완전 합의하였
으며, 추가 및 삭제 목록과 통계용어에 대해서도 최종적 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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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계>를 통합발간하고,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현황, 질병통계
를 구분하여 수록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통계연보 발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통계이용자들을 위하여 통계연보의 수록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이것을 통계이용자를 위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수집의 정확성

통계분석팀의 통계담당자들은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표준
서식을 통한 수기작성의 오류와 전시시스템 연동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서식의 EDI 및 4대 보험 연계를 통하여 전산화 업무,
변경내용 서식 등을 통한 수정의 편의성을 제공한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산화 노력은 그동안 발생되어 왔던 불필요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공표자료의 충실성 평가

공표자료의 충실성 평가와 관련하여, 통계담당자는 통계연보의 데이터베이
스를 통하여 통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기
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

료에 대한 충실성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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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만족도조사

<건강보험통계>의 이용자만족도와 관련하여, 통계담당자들은 통계이용자들
의 요구가 많은 통계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통계간행물 소책자를 간행하고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
이지에 게시한 것을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품질 심의위원이나 통계작성 담당자 자체평가에서도 제시되었
으며 이용도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통계>에 대
한 이용자 만족도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에 대한 이용자
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책수립이나 연구의 목적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제공방법을 보다 다
양화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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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보험통계> 진단결과의 종합

1. 진단결과의 요약 및 현황

본 연구가 실시한 통계품질진단의 결과를 통계작성환경,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통계품질 개선노력 진단 등을 순서로 하여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작성환경

<건강보험통계>의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 분석팀은 통계업무를 총괄
하는 부장 급의 인력 1명과 보조인력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보험통
계>의 방대한 양과 중요성에 근거해 볼 때 인력현황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
다.

게다가 통계분석팀 구성원의 통계 업무 담당은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으

며 <건강보험통계> 작성자들이 정기적인 통계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정책수립적인 또는 학문적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실
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물적 여건으로 볼
때,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세대정보시스템이
2006년 11월부터 구축 운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처리 및 운영이 가능해져 통계작성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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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진단은 통계작성절차에 대한 품질진단서를 통계작
성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체진단과 통계품질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품질진단서를 작성하는 외부진단, 그리고 자체진단 결과 및
진단근거를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진단과 종합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물론 외부 품질평가위원들에
의하면 <건강보험통계>는 일관성과 규칙성이 확립되어 있는 자료로 집계오
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은 신뢰할 만한 통계로 평가되었다. 또,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건강보험통계> 통합발간 결정과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 보고통계(행정통계)이기는
하지만 집계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어서 통합체제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
다는 긍정적 견해가 외부품질평가위원에 의해서도 공유되었다.
<건강보험통계>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대상이 명쾌하기 정의되
어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전수조사자료라는
점이, 자료수집대상 자료수집범위 자료수집단위 자료수집 기준시점 자료수집
대상기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건강보험통계>의 품질관리
를 위한 중대한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이 상세
히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는 견해가 대
부분이었고 <건강보험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진료비 청구양식은 변경이
거의 없지만, 변경 시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뢰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자료처리 및 집계에 있어서 <건강보험통계>는 (1)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의 존재 여부 (2) 데이터 편집 작업의 체계적 실시 (3) 통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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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자료특성에 맞게 작성하는가 여부 (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입
력서식 지침, 자동화된 입력프로그램, 자동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전산파일(엑
셀, 엑세스) 또는 전산시스템 제공 여부,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
램 제공 여부 등 자료입력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이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통계>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편집되고 있으며, 항목간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통계표나 그래프가 통계작
성 목적에 맞게 통계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요지표에 대한 시계열 지표가 마련되지 않
은 것에 대한 불평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통계>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자료인 만큼,
작성된 통계표의 정확성, 작성된 통계표 간의 논리적 일관성, 분석결과 시계
열의 일관성 점검, 관련 통계와의 비교분석 등을 포함하여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통계품질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용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통계>는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
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간
행 이전에 자료를 수정하고, 간행된 자료에서 통계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
오표를 제시하여, 자료가 잘못 이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품질이 우수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자를 위하여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통계개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
다. 워낙 통계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통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가 많으며, 잠정치 및 확정치 설명, 간행물에 사용되는 각종기호, 자료 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 문의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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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가 공표되는가는 또한 정보화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관심 있는 통계이용자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것이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통계>는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적합한 양식을 구
비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수록하고, 양식에 사용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양식에 포함된 각 항목
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건강보험통
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자료이고 청구와 관련된 용어나 법적인 규정
은 의료기관의 개설이후에 충분히 설명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는 없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통계>는 국가통계로서의 높은 신뢰성을 보유

하는 등 이미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 이
용자의 요구 반영,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등은 향후 적극적으로 해
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수집의 정확성

<건강보험통계>의 경우 각종 양식에 의거 가입자가 신고한 자료를 전산화
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취합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직접 입
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 입력 담당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설문조
사를 통해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점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근무
하는 1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료
입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적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10/17명), 또는 자
료처리 양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7/10명)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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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료
입력과 관련된 교육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며 교육 횟수를 증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지사의 담당자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확인 또는 검정(입력된 자료
의 정확성 등)을 점검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10/17명)이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여서 입력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 과정이 결여되어 있음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사의 담당자들은 자신의 업무가 통계작성과 관
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사 담당자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
인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 공표자료의 충실성 평가

이 단계에서는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05년 건강보험주요통계>
를 중심으로 공표된 자료의 충실성을 검토함으로써 1) 주로 발생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오류의 재발생을 방지하고, 2) 이용자에게 필요
한 기본정보가 통계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충함으로써 통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점검결과를 발간물의 오류 점검과 이용자 편의성 수록 현황으로 나누어 정
리하면 우선, 발간물의 오류 점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근거자료와
비교한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용어해설이 적절하고 일치성과 통일성도
높았으며 단위, 주석, 출처 등의 표기가 잘 되어있었으며 표기오류 또는 누
락도 거의 없어서 발간자료의 충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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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용자편의성 점검에 있어서도 <건강보험통계>는 단순 통계자료 수
록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분석자료, 이용상의 유의점, 해석방법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사개요, 용어해설, 부록
등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적절하게 수용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이용자만족도조사

본 연구는 70여명의 <건강보험통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만족도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고, 정책수립이나 연구의 목적으로의 이용의사가 매우 높은 반면 실제 작성
주기나 작성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이용은 대
부분 간행물이나 공표된 요약자료의 형태(합계 62%)로 이루어졌으며 원시자
료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생산/공표 만족도, 이용편리성, 내용 충실성으로 나누
어 평가한 결과 미흡하거나 보통이하로 지적된 부분은 없었고, 영역별로는
생산 및 공표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편리성이나 내용충실성의 부분
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산 및 공표의 만족도
에서는 모집단이 적절한지 여부, 작성대상이 잘 정의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우수하였으나, 공표시기 시의성의 만족도 점수나 이용자 유의사항/관련개념
/용어 정확성 만족도 점수는 보통에서 우수 사이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용의 편리성에 있어서는 제공방법 및 보고서 편제가 이용하기 편
리한지 여부, 시계열 비교가 쉽고 가능한지 여부, 국제비교가 쉽고 편리한지
여부,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가 정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보통과
우수 사이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외국과의 자료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보
통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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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통계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한지, 통계정보의 내용이 다
양한지, 통계정보가 정확한지, 통계정보를 신뢰하는지 등 통계내용의 충실성
을 평가한 결과 통계정보의 정확성이나 내용신뢰도 등에 대한 만족도는 대
체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통계자료의 정보충실성이나 통계정보 다양성에 대

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통계>에
제공하는 통계의 양과 종류가 매우 방대한 반면 실제로 이용자들이 체험하
는 다양성이나 충실성은 높지 않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감만족도와 이용자들이 평가한 각 항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4개의 포트폴리오 매트릭스(portfolio matrix)의 영
역에 배치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선영역: <건강보험통계>의 내용충실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통
계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한가’와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가’ 등
2개의 항목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다.

제2차 개선영역: ‘국제비교 가능성’,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가 정
확한지 여부’ 등은 만족도는 낮지만,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2
차 개선영역으로 간주되며,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차별화 영역: ‘명확하게 모집단이 정의되어 있는 가’, ‘조사대상이 조사목적
에 맞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가,’ ‘시계열 비교가 편리한 가’ 등은 중요도
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기 때문에 다른 통계와 차별화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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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영역: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는가 여부,’ ‘예고된 시기에 공표되
고 있는가 여부,’ ‘제공방법/보고서 형식 등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얻는데 편
리한지,’ ‘통계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통계정보가 신뢰할만한지’의 여부는 중
요도나 만족도 면에서 높기 때문에, 권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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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통계>의 발전방향

가. <건강보험통계>의 환경변화와 역할의 재정립

국가통계로서의 <건강보험통계>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및 이 제도에서 발생되는 <건강보험통계>
를 둘러싼 환경여건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환경변화로는
(1)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2) 국민의식 변화와 요구의 증대 (3) 의료공
급의 대변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부문 전수집계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
상의 노인인구가 9.3%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또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
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향후 5년
간 100만 명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비를 많이 사
용하여야 하는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는 2005년의 64만 명에서2010년
96만 명, 2020년 181만 명, 2030년 25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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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의 인구 고령화 전망: 2005-2050년
60세 이상(만 명)
비율(%)
80세 이상(만 명)
비율(%)

2005
436
9.3
66
3,3

2010
535
10.9
97
2.0

2020
782
15.7
188
3.8

2030
1,190
24.1
271
5.5

2050
1,579
37.3
586
13.8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2006), 통계청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통계청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는 만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서 양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재정수
입 감소와 지출증가의 요인을 색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미연에 방지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4년 <건강보험통계>자료에 의하면, 65
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27.8%로 65세 미만 가입자의 3.3배에
육박함으로써, 전체 급여비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단군 이래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방대한 투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의료소비행태의 질적 대변화를 초래하여, 의료서
비스의 구매행태가 단기, 치료중심에서 중기, 요양 및 재활 중심으로 변화되
고 있다는 관찰을 중시하여, 이들을 충실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건강보험통
계>의 품질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국민의식과 요구 증대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
상 전통적인 의료수요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수요자는 병원이나 의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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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제도에 수동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수요자인 국민
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고, <건강보험통계>와 같은 보건관련
자료를 통하여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와 권
리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 진단 및 개선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
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회전반의 동향과 관련이 있으며, 예방을 포함
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바라는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회조치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과도 관련
을 맺는다. 특히,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
신약, 신재료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통계>는 의
료비용의 증대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의료공급체계의 대변화

의료공급체계의 대변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의료인력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정보화 사회의 흐름 등은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고객입장, 통계수요자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증
대시키고 있다.

● 과학기술의 발전: BT(바이오테크놀로지)와 IT(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의료분야에서 신약개발, 의료기기의 발전,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선도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과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공
급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추구하려는 욕구/압력, 의료보장 범위의 확대
요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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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업은 새로운 요구들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체적 맥락에서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보험정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의료 인력의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의료 인력의 공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시장의 규모를 늘리려는 압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건강보
험통계>는 의료 인력의 증가와 시장 확대를 정확하게 모니터할 수 있
는 품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WTO의 도하 개발 아젠더(DDA)나 한미간 자
유무역협정(FTA)에 의료서비스 개방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건강
보험통계>의 통계품질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국제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 사회의 흐름: 통계자체는 정보이고, 품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진
통계는 통계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될 것이다. 통계
품질의 진단과 개선작업은 의료의 정보화, 디지털 화에 따라, 의약품 전
자상거래, 전자처방전, 원격진료, 전자의무기록,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및 의학정보 등 의료서비스 공급측면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보험 소비자에게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정보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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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보험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통계작성환경

<표 40> 통계작성 환경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 인적 자원의 부족

■ 통계생산 기획 및 관리에 대한 교육

- 인력의 부족

강화

-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부족

■ 통계기획 및 관리 전담 인력의 보강

■ 물적 자원의 부족

■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 계획의 충

-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 실한 실현 및 적절한 관리
스템 필요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방대함과 국가보건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중요성,
나아가 언론방송매체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학자들 및 국회, 기타 여러 이
해관계자들의 자료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통계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통계> 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제시방법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분석만이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
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의 확충이 가장 시
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의 적절한 활용은 국민건강과 복
지수준을 개선하는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통계
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 투
입이 선행되어야 통계품질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통계>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자료와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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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서에 의하여 생성된 자료이고 전산시스템
(D/W)에 의하여 자료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에는 큰 문제
가 없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통계>를 위한 추가적인 전
산용량의 확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건강보험통계>는 차세대정보시스템이 2006년 11월부터 구축 운영될 예정
으로 되어 있어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처리 및 운영이 가능해져 통계작성환
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통계작성
환경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통계담

당자들이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 생산 및 관리,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만한 기간확보가 어렵다. 현재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수요는 건강보험의 일반
현황, 재정현황, 급여실적, 심사실적, 급여비용 적정성 평가를 넘어서고 있어
서 질병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통계>가 수요자의 요구를 보다 적절히 충족시키는 통계자
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황위주의 분석을 피하고 보다 차원 높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분석팀에 인구분야의 사망력 연구
자나 보건통계의 이환력(罹患力: morbidity) 연구자 등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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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 절차의 적합성

<표 41> 통계작성 절차의 적합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제공자 중심의

개선 방안

통계 (수요자의 요구 ■ 통계 주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적극적

에 부응하지 못하는 통계)

인 파악노력

- 시계열 지표의 부족

■ 시계열 지표 및 통계 개요에 대한 설

- 통계 개요에 대한 설명의 부족

명 보강

■

내부직원, 연구진, 또는 제 3자에게 ■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체계

환자개인정보 누출의 가능성

적인 기제 마련

<건강보험통계> 작성절차의 적합성에 있어서 주된 지적들은 주된 이용자
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사항을 공개하
고 있는가,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 등의 항목에
대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요구 만족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건강보
험통계연보>는 제공자 중심의 통계였으며 통계수요자의 선호도나 수요 상황에
대한 조사노력이 없어서 많은 외부 연구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통계임에도 연
보에 제시되지 않아

필요시에 연구자들이 직접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였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대부분 통
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잠정치 및 확정치 설명, 간행
물에 사용되는 각종기호, 자료 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 문의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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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계개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시계
열자료는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확실하게 설명되
지 못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통계>에서 개인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품질평가위원들은 높은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진료비 청구
자료를 통하여 개별 환자의 질병정보를 직원들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볼 때 <건강보험통계> 관리에서의 심각한 문제점
이 예상된다. 특히, EDI 시스템의 도입은 <건강보험통계>의 정확성과 자료
관리의 편의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반면, 이러한 환자의무기록의 전자화 및
표준화를 통해 원치 않는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은 질병악화, 유병기간 연
장, 치료비용 증가, 건강생활 영위 저해 등과 같이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위
험을 끼치기도 하며 과대광고, 의료사고, 프라이버시 침해, 사기 등 오프라인
상의 여러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해 안전장치가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
며, 이러한 장치는 사회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지는 특정 질병(예:AIDS 등)과
같은 경우, 사회전체의 공익성에 기초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마찬가지로 보안 안전이 확보된 웹 사이트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가
축적되는 만큼 제3자나 내부직원, 연구진에 의한 환자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강화를 위해 의료정보
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책 없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HIPAA (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을 연방정부
법안으로 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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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의 정확성

<표 42> 자료수집의 정확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 청구지급시스템 전반에 관한 검토
■ 자료원간 연계체계 구축 (예: 사망
DB, 국민건강영양조사)
■ 재정자료와 질병자료를 분리하여 출판

■ 질병통계의 부정확성

■ 주기적인 표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

- 업코딩 문제

여 현재 청구자료 이용의 한계를 보완

- 청구자료의 한계점

■ 주요 질병에 대한 등록감시체계 구축
(예: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 청구건당이 아닌 질병 에피소드 별 자
료 수집 체계 구축
■ 질병통계 생산 전담 조직의 설립

■ 자료입력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 증가 및 참고 매뉴얼 등과 같은 체계

■ 자료입력 업무 파악의 어려움
■ 자료 입력 오류 발생시 민원에 의해
서만 오류를 파악한다

적 보완 시스템의 설립
■ 자료 입력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
류들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력의 오류를 줄인다

<건강보험통계> 자료수집의 정확성에 있어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질병통계의 정확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영,
보장성, 급여, 재정 등의 업무에 관한 통계생성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온 데 반하여, 통계작성부문과 관련하여, 통계작성담당자들은 현재 작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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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통계자료 중에서 질병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의 수요는 질병통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통계>의 통계품질 진단과 개선대책에서 질병통계의 개선이 적극적
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질병통계는 건강보험청구명세서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질병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자
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z 우선, 이들 자료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지급시스템 전반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z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측면에서의 통계자료의 제공과 국민건강측면에서의 통
계자료제공으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질
병통계와 재정관리 측면의 통계는 분리되어 생산되며 특히 청구 자료를 사용
한 질병통계의 생산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재정관리의 측면은 내부적인 업무용과 대외적인 연구용으로 활용
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측면에서의 데이터는 주로 대외적인 활용이 부각되는 것
이므로 이에 따라 각종 유병율 등 건강측면의 지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추가
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청구 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보완방법으로는 a) 사망 DB,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기존자료원간
연계체계 구축, b)

주기적인 표본 조사 시스템의 실시, c) 주요 질병에 대한

등록감시체계 코호트의 구축 (예: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4) 표본의무기록 조
사를 통한 타당도 검토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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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영, 보장성, 급여, 재
정 등의 업무에 관한 통계생성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온 데 반하여, 통
계자료의 수요는 질병통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통계>의 통
계품질 진단과 개선대책에서 질병통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대상이 되
어야 함을 제시한다.

z 나아가 현 통계분석팀의 조직 및 인원을 대폭 확장하여 재정관리의 측면
에서의 통계자료의 제공을 담당하는 부서와 국민건강측면에서의 통계자료제공
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는 각각의 통계를 기획하고 생산, 수집, 관리 및 분석하는 방법이나 전
문성의 유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통계의 재정관리 측면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
시에 수요가 매우 높은 질병통계 생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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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질병통계 생성을 위한 건강보험자료 활용의 장단점
장점
질병통계를 건강보험자료체계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a) 건강보험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많은 변수(예: 의약품 처방내역, 처치, 수술 및 환자
의 거주지, 업종, 보험료 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조사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b)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 성립된 자료수집체계를 활용하여 표본추출에서 조
사까지를 한 단계의 절차로 줄일 수 있어서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
다
c)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사망DB를 활용한다면 추적조사 자체를 대신하거나 추적조사 대상
자를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다.
d) 표본병원의 전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시 표본의 대체, 탈락 및 추가가
매우 용이하고 표본선정에 있어 보다 높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
한편, 현재 건강보험 자료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1)업코딩 또는 과다코딩:

의료서비스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의 업코딩이나 과다코디

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2) 노출오분류 (exposure misclassification): 비급여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한 의약품의 구매 등에 관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는다.
3) 코딩방법의 변경: 의약분업 전후로 제도적 변화나 코딩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분석의
주의를 요한다.
4) 임상적 측정치와 결과지표 부족: 장애수준, 삶의 질, 환자만족도, 환자행태 등에 관한 자
료가 부재하다.
(주: 이 부분은 김재용, “건강통계 산출에서 건강보험자료 활용의 근거와 과제전략”에서 발췌
함.)

한편, 지사에 근무하는 자료 입력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자료입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적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나 자료처리 양식을 파악
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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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료입력과 관련된 교육
이 보다 활성화되고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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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표자료의 충실성

<표 44> 공표자료의 충실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영문표기의 오류

개선 방안
■ 영문표기 오류 개선
■ 통계표의 영문표현에 대한 전문가 자문

<건강보험통계> 자료는 공표의 충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특별
한 문제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자료가 근거자료와 비교한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용어해설이 적절하고 일치성과 통일성도 높았으며 단
위, 주석, 출처 등의 표기가 잘 되어있었으며 표기오류 또는 누락도 거의 없
어서 발간자료의 충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편의성 점검에 있어서도 관련된 분석자료, 이용상의 유의점,
해석방법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사개요,
용어해설, 부록 등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간혹, 간행물에서 용어의 한국어 표기와 영어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
견되었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통계 연보> 표 1-2.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
구 현황에서 의료보장(Medical Security) 적용인구가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의
료급여인구를 포함한다는 각주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 특히
WTO와 한미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표준
화된, 문법적으로 표현상 오류가 없는 영문표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통계표의 영문표현(변수, 변수값, 주석, 단위 등을 포함)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가령, <2004년 건강보험통계>에 들어있는 연앙추
계인구는 추계연앙인구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며, 영문표현은 “the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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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d-year population" 또는 ”estimated mid-year population"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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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 만족도
<표 45> 이용자 만족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홍보방안 마

■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인
지도 및 지식 부족

련 및 실행
■ <건강보험통계> 홈페이지 구축 및 이
용자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소개하는 세션
등 기획

■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
는 통계

■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등을 통한
이용자 특성, 분포 및 수요 파악
■ 이용자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등을

- 통계 이용자에 대한 파악 부족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모색

- 이용자의 수요 파악 부재
- 이용자 통계 이용 편의성에 대한 고려
부재

■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

운 형태의 통계 제공 (도표나 그래프의
적극적인 활용)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통계 원시 자
■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의 제
고

료 제공 (CD, internet 등)
■ 통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통계청 윈도우 Kosis와 같은 맞춤형 통
계 자료 제공 프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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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용자들이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통계의 유용
성에 비해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 통계의 작성주
기나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통계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이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통계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2. HCUP 및 MEPS의 이용자 활용 제고 홍보 방안 사례를

참조할 것)

(그림 12) HCUP 및 MEPS의 이용자 활용도 제고 홍보 방안 사례
미국의 병원입원 청구 자료인 HCUP(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 이나 의
료비지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인 MEPS(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등은

z 그 자료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개요, 주요변수, 자료수집 방법 및 사용
방법, 자료에 대한 접근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자료를 손
쉽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z 새로운 자료에 대한 소개, 원자료 다운로드, 각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보고서나 학술
논문에 대한 소개 등을 하며

z 자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Technical Assistance등을 제공하
는 등 자료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

z 나아가 학회나 또는 기타 별도의 집담회 등을 이용한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나 정책분석가들이 이 자료의 특성과 사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세션에서는 자료를 설명하는 홍보책자 및 매뉴얼과 일부의 원자료를 포함한 CD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싸이트 HCUP http://www.hcup-us.ahrq.gov/
MEPS http://www.meps.ahrq.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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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제1차 개선영역으로 드러난 <건강보험통
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서는 <건강보험통계>의 내용충실성을 높이고
통계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충분하게 다양화하는 것이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통계>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유형과 양이 매우 방대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항의 심각성을 지적한다면 이
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자료가 정작 주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던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의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좋은 품질의 통계에 대한 정의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로서 새로이 정의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이용자들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보험통계에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과의 포커스 그룹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질적 자료를 수집한 후 이에 근거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양적으로 이러한 수요의 분포를 파악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이나 이용자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통계>의 홈페이
지를 통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 통계 자료 제공방법 및 보고서 편제, 시계열 비교, 국제비
교가 다소 어렵고 불편하며, 간혹 이용시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가 정확한
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건강보험통계> 홈페이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통계정보 시스템
을 업그레이드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표들을 선정하여 요약표로서 제시한
다든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계열 비교나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변수를 선택하여 기초적인 분석은 가능하게 하는 맞
춤형 통계자료 제공 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15 -

또한, <건강보험통계>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원자료의 이용이 매
우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CD 또는 홈페이지 등 공
개적인 채널을 통해 건강보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물론, 건강보험통계 자료의 개인정보 민감성을 고려할 때 원시자료의
활용 증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안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
금과 같이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자료의 배포나 내부적인 자료 사용으로만
의 제한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안장치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개인정보
의 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안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면서 이용자들이 <건강보험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월한
연구자료와 정책분석 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계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연구자들
은 물론 외부 품질심사평가위원들도 모든 것을 숫자로 만들어 몇 쪽을 통계
표로 가득 채우는 <통계연보>가 아니라 간단하고 읽기 쉬운 그림과 도표로
된 안내서와 함께, 각종 통계표를 수록하는 <통계연보>로 나아가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2005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는 약간의 도표가 게재되어,
<건강보험통계>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2004년
건강보험통계>에는 자료의 방대함이 위압감을 줄 수 정도로 공표자료의 충
실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힘들며, 도표나 그림의 제시를 통하여 건강
보험제도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통계지표에 대한 해석이 없는 것이 공표자료
의 충실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우
리와 비슷한 <국민건강보험>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싸이트

http://www.nhi.gov.tw/english/file/s92.pdf).

- 116 -

(그림 13) 대만의 건강보험통계 그래프 예시

(그림 14) 대만 건강보험통계 그래프 예시: 성별 분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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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만의 건강보험통계 그래프 예시: 지역별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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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개선 사항

① 통계 품질 자체 평가 시스템의 구축

<건강보험통계>가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나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연구 자료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그러한 가치가 한층 증대되어 자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할 때 <건강보험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주기적인 통계 품

질 자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체평가 시스템은 통계생성의 각 단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이
용자 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기존통계 생성, 관리, 및 공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며, 나아가 통계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
가시스템에 참여하는 평가자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양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이나 연구수행을 담당하는 통계 및 건강보험 전
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가공, 공표 및 사후관리 전 과
정에 관한 표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분석팀에 대한 전문인 확충, 적절한 교육 기
회의 제공 등을 통하여

통계 기획이나 품질관리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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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만의 건강보험 통계 자료 예시: 원그래프를 이용한 비교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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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지표의 개발

<건강보험통계>의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차원의 수준 높은 통계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통계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과 OECD 표준 핵심 건강관련 통계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
업은 OECD Health Data에 포함된 핵심변수와 우리나라 <건강보험통계>의
핵심변수를 비교함으로 해서 <건강보험통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일차적 관
심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소비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의약
품 통계나 보건산업에서의 종사자, 생산, 수출입 지출, 분배상태 등을 포괄하
는 보건계정 통계 등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미 수집되고 있는 수술통계 등을
더욱 강화, 보완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액진료환자 및 진료
비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고액진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경감 등 재정 평
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나아가 국민의료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
정을 위해서는 비급여 실태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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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긴급,점진사항별)
문제점

■ 영문표기의 오류

■ 환자개인정보 누출의
가능성

긴급
개선

■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사항

이용자의 인지도 및

(단기)

지식 부족

■ 자료입력 업무 파악의
어려움
■ 자료 입력 오류 발생
가능성

개선 방안

■ 영문표기 오류 개선
■ 영문표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

■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체계적
기제 마련

■ <건강보험통계>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및
실행
■ <건강보험통계> 홈페이지 구축 및 이용자
대상으로 통계자료 소개세션 기획

■ 자료입력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증가 및 참고 매뉴얼 등과 같은 체계적
보완 시스템의 설립
■ 자료 입력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 필터링하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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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 방안
■ 통계생산 기획/관리에 대한 교육 강화

■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통계기획 및 관리 전담 인력의 보강
■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 계획의 충실한
실현 및 적절한 관리

■ 제공자 중심의 통계

■ 통계 주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 시계열 지표 및 통계 개요에 대한 설명 보강

■ 청구지급시스템 전반에 관한 검토
■ 자료원간 연계체계 구축

점진
개선

■ 질병통계의 부정확성

사항

■ 재정자료와 질병자료의 분리 출판
■ 주기적인 표본 조사 시스템을 구축
■ 주요 질병에 대한 등록감시체계 구축

(중장기)

■ 질병통계 생산 전담 조직의 설립
■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등을 통한 이용자
특성, 분포 및 수요 파악
■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 이용자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등을 통한
부응하지 못하는 통계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모색
■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통계 제공

■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통계 원시 자료 제공
접근성의 제고

■ 통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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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통계작성환경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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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 작성환경 진단

통계작성환경 현황표
(보고통계용)

주제분야
통계명

건강보험연구센터

보건

소속부서
통계분석팀

건강보험통계연보
11-B550928-000001-

승인번호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일
품
질
진
단

직급․성명

3급, 주원석

전화번호

☎(02) 3270-9487

E-mail

osuk@nhic.or.kr

응
답
자

시
조사자
확인자

제1부 기본 현황
□보고통계
1. 통계명

건강보험통계연보

2. 작성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3. 작성주기

① 매월② 분기 ③ 반기 ❹ 1년⑤ 기타(주기:)

4. 작성목적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학술분야 자료 활용
보고단위(대상)

5. 보고대상

❶ 개인 ❷ 가구 ❸ 사업체 ④ 기타( )

모집단

의료급여를 제외한 전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일부

대상범위

의료급여를 제외한 전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일부

규모

❶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표본 수:)②-1. 표본 추출방법 ()

6. 보고기준시점

매년 말

7. 조사기간

2004.1.1~2004.12.30

8, 보고방법

❶전산망②전사file③FAX④우편 ⑤전화 ⑥기타(책자)

9. 보고자 지위

①공무원 ②공무원이 아닌 상근조사원 ③임시조사원 ❹기타(행정직 직원)
a. 주체 ❶ 최상위기관② 보고 기관(위탁 기관)③ 기타( )

10. 자료입력방법

b. 방법 ❶ 웹/전산(Web/DB)입력 ② 통계전문 패키지 입력
③ 엑셀, 메모패드 등 문서프로그램 ④ 기타()
❶ 보고서 작성당시 담당자 확인 ❷(기관내) 크로스 체크

11.입력자료확인방법
③ 전문가 활용④ 사후모니터링수정전문인력활용 ⑤기타()
① 건강보험통계연보
10. 통계간행물명
수록통계DB사이트: http://nhic.or.kr/whm/wbmb/981_index.html
기관명
조사기획

국민건강보험공단
①단계 : 기본계획수립(안)보고
②단계 : 정보관리실 업무협의

11. 보고체계
(보고계별

③단계 : 데이터 확인
보 고
④단계 : 통계연보 발간보고

업무주체)

⑤단계
⑥단계
자료처리

정보관리실 자료처리(건강보험연구센터 통계분석팀 자료정리)

결과분석․공표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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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통계작성 여건 및 의견
Ⅰ. 인적자원 여건
1. 통계담당 인력현황 및 전문성

직급/성명

구체적인
통계업무

통계업무
전담정도
(100% 기준)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관련교육
훈련이수실적
(최근3년간)

2급 정희자

통계업무총괄

100%

2년 3월

2년 3월

1회 5일

3급 주원석

통계기획 및 분석

100%

1년 3월

1년 3월

2회 8일

5급 이창종

통계분석 및 관리

100%

9년 5월

9년 2월

회일

6급 이봉헌

통계분석 및 관리

100%

년 2월

년2월

2회 8일

%

년월

년월

회 일

%

년월

년월

회 일

%

년월

년월

회 일

%

년월

년월

회 일

%

년월

년월

회 일

%

년월

년월

회 일

%

년월

년월

회 일

2. 통계관련교육 훈련이수 내역4)

일시
(년/월)

교육명

2005.1

SAS기본과정

2006.4

통계품질관리실무

2006.5

SAS매크로과정

교육내용 (간략히)

교육기관

비고

통계교육원

유료교육(5일)

통계품질관리방법

통계교육원

유료교육(3일)

통계 패키지 활용

통계교육원

유료교육(3일)

통계기본교육 및 패키지
활용

4) 유료/무료 통계교육, 세미나 (통계작성 방법, 조사방법론)등 / 관련 근거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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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적자원 여건

1. 통계관련 예산규모
(단위:천원)

2005년

2006년

55,823

48,420

-

-

-

-

55,823

48,420

자체실시통계조사
비용5)
인건비
외부기관위탁통계
조사비용
합계
통계 조사 관련
총 인력 수6)

2. 통계작성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

제품명(용도)
◦ 사양 : 팬티엄 4급 컴퓨터
하드웨어(H/W)

◦ 수량 : 4대
◦ 용도 : 통계분석 업무용
◦ 사양 : SAS 9.1

소프트웨어(S/W)

◦ 수량 : 1
◦ 용도 : 통계분석 업무용

5) 외부위탁없이 자체기관에서 진행하는 조사비용 예산
6) 에산 산출이 어려운 경우 통계 관련 총 인력으로 대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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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예정)

Ⅲ. 통계작성담당자의 의견
1. 애로사항

• 자원 투입 부문
통계의 적절한 활용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력과 예산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공단에서 일반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이나 통계요구자료 급증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요자에 맞춘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인력증원 필요

• 통계작성 부문
현재 제공되는 통계의 대부분이 질병통계관련 요구자료임. 이는 건강보험청구
명세서에 의해 작성됨
질병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 및 의무기록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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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과정에서 개선할 사항
• 수집 과정
외부기관으로부터연계된 자료와 국민들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서의해 생성된 자료로서 전산시스템(D/W)에 의하여 자료가 관리되기
때문에 자료 정확성에 문제가 없으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 용량의 확충이 필요.

• 분석 및 작성 과정
현황 위주의 분석에 탈피하여 차원 높은 분석을 위하여 통계팀에 보건통계
전문가의 투입이 필요

• 발표 및 배포, 사후관리 및 이용 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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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해당되는 □란에 “√”표시한 후 5점체크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전혀
그렇
아니
그렇
보통
아니 비고
다
다
다
다

주요 질문 내용
1. 조직의 리더7)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관한 조직의 비전 제시
☑ 조직문화의 변혁을 통한 가치관의 정립

○

2. 조직의 리더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조직리더들의 통계품질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지원 및 배분
☑ 조직리더의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추진의지

○

3. 조직리더의 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가 수립․시행되고
있습니까?
□ 통계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
☑ 방침과 전략전개의 합리성
□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실행계획의 타당성

○

4.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은 계획되고 관리되며
개선되고 있는가?
☑통계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계획
□품질교육 수요파악 및 교육이수 실적

○

5. 통계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이 개발되고, 품질
관리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계품질을 위한 전문적인 모임의 활성화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동기부여

○

6-1. 최종단계 통계작성 담당자가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6-2. 중간보고 단계에서의 통계담당 직원들의 통계
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7.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이나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9. 통계작성담당자는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통계 및 조사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통계작성담당자는 현재의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7) 리더 : 각 조직의 수장 (연구소장, 원장, 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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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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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진단

통계 품질진단서
(보고통계용)

주제분야

보 건

통계명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속부서
통계분석팀

11-B550928-000001승인번호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일
품
질
진
단

직급․성명

3급 주원석

전화번호

☎(02)3270-9847

E-mail

osuk@nhic.or.kr

응
답
자

시
조사자
확인자

1.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1-1. 통계작성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음

○
☑ 통계 작성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명확성 여부
☑ 주된 활용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 여부
근거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

의견

1-2.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현재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작성방법 등이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 및 기준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준(국제기
준 등)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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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
☑ 통계작성 소요예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 통계작성 투입인력의 적절성 검토 여부
☑ 조사 시기 및 일정 검토 여부
근거자료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p.19)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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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매우그

1-4.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통계작성에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반영하고 있는가?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정기적으로 주된 이용자를 파악하여 이용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이용자 의견을 통계작성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통계연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기타 이용자로 구분(목록은 통계연보
제공대상 명단으로 확인할수 있음), 주된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 (외부 교수 등)

의견

1-5.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
☑
☑
☑
☑

통계개발 및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수립 여부
통계작성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 여부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 작성 여부
업무변경시 매뉴얼 보완 여부

근거자료
- 통계연보 공동발간 회의를 통한 통계작성 변동에 관한 협의
1. 통계연보관련철Ⅰ(공동발간 회의p7, p8, p10, 통계연보 발간 기본계획(안)p.19,)
2. 기본통계규정관계철(D/W자료정비문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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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1-6. 통계작성 및 보고 체계 개편작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업이

시기적절하게이루어지고

있는가?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통계작성 및 보고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
☑ 개편작업과정, 개편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공단 및 심평원에서 각각 발간하던 통계연보를 2004년 공동발간을 통하여 통계작성에 있어서 여러 부분
개편작업이 이루어졌음.
통계연보관련철(건강보험통계연보 일원화 회의 p.7, 개선방안 p.10-4)

의견

1-7.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에게

음

○

공개하고 있는가?
□ 개편작업과정, 개편방법, 개편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개편 작업 후 자료의 불일치와 같은 자료이용 상 유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
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개편작업과정이나 방법은 공개하지 않음. 개편결과로 나온 최종 건강보험통계연보 공개.
-개편 작업 후 자료의 불일치 발생시엔 공지, 아직은 해당사항 없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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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이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설정되어 있는가?

○
☑ 자료수집 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여부
☑ 자료수집 단위(Unit)의 명확한 설정 여부
☑ 자료수집 기준시점 또는 자료수집 대상기간의 설정 여부
근거자료
-자료수집 대상 및 범위의 설정
통계연보관련철Ⅰ(통계연보 수록내용검토 p.7-8)
-통계연보 자료수집은 년도말 기준으로 설정,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 p.19)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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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2-2. 보고 항목과 각종 보고 양식이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매우그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음

○

되어 있는가?

☑
□
☑
☑
□

전혀아
그렇다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적합한 항목 수록 여부
조사 항목에 적합한 조사/보고 양식 구비 여부
양식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수록 여부
양식에 포함된 각 항목의 논리적 배열 여부
필요에 따라 비밀보호 사항 공지(관련법 조항 기입 등) 여부

근거자료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항목의 논리적 배열
건강보험통계연보 p14~p18
-통계작성의 목적에 적합함 항목 수록여부
통계연보관련철(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 p.19)

의견

2-3. 각종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양식의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양식의 각 항목별 기입요령 제시 여부
대표적인 착오사례 제시 여부
작성된 양식 견본 제시 여부

근거자료
-양식의 각 항목의 설명 및 기입요령(특정항목 산출식)
건강보험통계연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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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

아니다
니다

○
☑
☑
□
□

보통

음

2-4.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음

○
☑ 양식의 항목 변경/추가/삭제 등에 따른 사전조사 실시 여부
근거자료
-공동발간 협의 회의를 통한 항목변경 및 추가, 삭제 실시
1. 통계연보관련철Ⅰ(공동발간 회의p7, p8, p10, 통계연보 발간 기본계획(안)p.19,)
2. 기본통계규정관계철(D/W자료정비문서)

의견

2-5. 자료 수집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음

○
□ 보고의 방법, 절차 및 체계 등을 공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의 수집은 팀내에서 이루어지며, 과정의 공개여부는 없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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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체계 관리
3-1. 보고단계별로 업무내용을 설정하고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있는가?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보고단계별 담당자의 구체적 업무내용 명시 여부
□ 보고단계별 보고양식 작성 등 업무처리시간 파악 여부
근거자료
의견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담당자에게 통계작성 개요 및 업무처리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여부
□ 각종 양식의 변경/추가/삭제 시 별도 교육 실시 여부
□ 통계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교재 개발(사례집, 팜플렛, 시청각 자료 등)
여부
근거자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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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

3-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사 및 검증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개별자료 입력오류(미기재, 부실기재) 점검 및 보완 절차 여부
□ 개별자료 중복, 누락 확인 및 보완 절차 여부
□ 집계표 형태의 보고자료 검증 절차 여부
근거자료

의견

3-4. 자료수집 현장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음

○
□ 단계별 의문사항 접수, 해결방안 마련, 결과 통보체계 구축 여부
□ 자료수집 불응에 대한 처리지침 여부
근거자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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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및 집계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입력요령 등 지침 마련 여부
☑ 자동화된 입력 프로그램 구축 여부
☑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전산파일(엑셀, 엑세스 등) 또는 전산시스템 제공
여부
□ 입력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여부
근거자료
- 건강보험 D/W활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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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편집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데이터 편집 규칙의 마련 여부
□ 항목 간 연관관계에 대한 데이터 편집 여부
☑ 자동화된 데이터 편집 시스템 구축 여부
□ 미제출 개별자료 및 미완성된 개별자료 점검 및 조치 여부
☑ 정상적인 값에 비해 아주 크거나 작다고 의심되는 값(이상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여부
근거자료
1. 건강보험D/W 활용

2. 매월기본통계 관리(자격, 급여, 보험료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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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계표 및 그래프를 자료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
□
☑
□

통계작성 목적에 맞는 통계표 작성 여부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 사용 여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통계표 작성 여부
통계표 상 집계범주의 적절성 여부
필요에 따라 시계열 비교 제시 여부

근거자료
1. 건강보험통계연보
2. 건강보험 주요통계 지표

의견
1. 공단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기본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2. 통계연보 발간전 매년 초에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함. 이때 건강보험실적의
시계열을 파악
하기 위하여 그래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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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집계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하고 있는가?

☑
□
☑
☑

○

작성된 통계표의 정확성(가로, 세로 합계 일치 등) 점검 여부
작성된 통계표 간의 논리적 일관성 점검 여부
분석결과 시계열의 일관성 점검 여부
관련 통계와의 비교 분석 여부

근거자료
1. 매월 기존통계작성시 오류 점검
2. 통계연보발간전 주요통계지표 발간시 오류 점검
3. D/W와 통계연보 비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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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5. 자료이용
5-1. 간행물 수록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
하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음

○
☑ 간행물의 수치 및 표기 오류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인쇄전이나 인쇄중에 수시로 자료의 수치 및 표기오류를 점검하여 이를 수정한 후 간행물 발간

의견

5-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이용자를 위하여」관련 사항
이용자를 위한 발간물 개요, 잠정치 및 확정치 설명, 간행물에 사용되는 기호
설명, 자료 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 문의처 등
□ 「통계개요」관련 사항
작성목적, 작성연혁, 자료수집대상, 수집자료 항목, 보고체계, 공표방법, 용어해
설, 양식견본 등
근거자료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p14~p18)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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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

5-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있는가?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자료수집부터 공표시점까지 시의성에 대한 검토 여부
☑ 장기적인 발표 자료의 경우 발표일정의 규칙성 여부
근거자료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P.19-4)

의견

5-4. 이용자가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는가?

□
□
□
□

니다

○

이용자가 가공하지 않은 개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공된 자료의 범위에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공개적으로 하는가?
이용자의 자료 접근 범위나 가공 정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는가?

근거자료
-건강보험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통계자료로써 각 기관마다 범위의 제한은 있음.
건강보험통계연보(일러두기P.14)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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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

아니다
음

5-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렇다

제공하고 있는가?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E-mail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제공
여부
☑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지
여부
□ 보고서 가격 및 구입방법, 개별자료 구입비용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공지 여
부
근거자료
-공단홈페이지

통계자료실(WWW.NHIC.OR.KR/whm/wbmb/981_index.html)

의견

5-6.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여부와 변화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가?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시계열 자료의 개념, 특성, 산출방법, 기준, 기준시점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공개 여부
□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이용방법 등을 공개하는
지 여부
근거자료
통계연보관련철Ⅰ(2004 건강보험 통계연보 발간기본계획(안)P.19-1)
건강보험통계연보(각 시계열 자료들의 주석 설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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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개별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보통

관계없

아니다

렇다

니다

마련되어 있는가?

음

○

□ 개별자료 비밀보호사항이 공지되는지 여부
□ 자료 처리과정에서 개별자료 비밀보호가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
□ 자료 제공시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는 제외되는지 여부
□ 직원들에게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의 필요성, 보호할 내용, 보호방법, 보
호의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 후 공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5-8. 국가통계 승인을 득한 모든 항목의

매우그

전혀아
그렇다

렇다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보통

관계없

아니다
니다

음

○

☑ 승인 항목을 모두 공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1.건강보험통계연보
2. 기본통계규정관계철(『2004건강보험통계연보』의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등록(ISSN) 및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 보고 P.22)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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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료수집의 정확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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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 조사」
(건강보험통계)
NO: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청에서는 보다 질 좋은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 국가통계품질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청이 승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건강보
험통계연보에 대한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귀 지사에서 건강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
시면서 평소 생각하신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격자료, 보험료자료, 급여자료, 건강검진 및 기타자료 등의 자료 처리업무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응답에 소요되
는 시간(예상)은 20분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① 조사주관기관 : 통계청 품질관리과 황숙 주무관
☎ 042-481-2364 / e-mail : sookh@nso.go.kr
② 조사실시기관 : 통계품질진단 보건팀
손주연 (이화여자대학 사회과학대학)
☎ 02-3277-4100 / e-mail : sonjuyeon@freechal.com
천새롬 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44 / e-mail : csrom@tipa.or.kr

조사실시일

2006 년 월 일
소속/직

통 계 명

응 답
자

보고기관명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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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성명(인)

※ 설문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를 하거나 입력란에 기재를 하여 주십시오.

1. 귀 지사에서 직접 자료입력을 하였습니까?
(1) 예(2) 아니오
2. 귀 지사에서는 자료 입력 담당자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1) 고정되어 있다 (2) 유동적이다
3. 업무 파악 및 습득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4. 본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2)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5.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6.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이 본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크게 도움이 되었다(2) 조금 도움이 되었다(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기타()
7. 본 업무상의 교육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
8.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누적되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매우 어려웠다 (2) 조금 어려웠다(3) 어려움이 없었다

9. 8번 질문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여러 개 답변 가능)
(1) 담당인력의 부족
(2) 용어에 대한 이해 어려움
(3) 연계자료 파악의 어려움
(5) 오류 파악 어려움
(7) 기타 ()

(4) 연계자료의 부정확성
(6) 오류 수정 어려움

10. 9번 질문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 )
11. 자료를 수집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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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하시는 자료의 양식을 파악하고 입력하는 데 어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매우 어려웠다 (2) 조금 어려웠다(3) 어려움이 없었다
13. 12번 질문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여러 개 답변 가능)
(1) 양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움(2) 보고절차가 까다로움
(3) 자료입력, 수정 등이 불편함 (4) 용어나 코드, 기준 등이 불명확함
(5) 제출기간이 너무 짧음 (6) 기타 ()
14. 13번 질문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 )

15. 보고양식을 파악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6.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참고용 자료, 문의
또는 상담처 등)
( )
17. 본 업무 수행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입력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1) 확인 또는 검증을 받은 적이 있다 --- ( )로부터 ()의 방식으로
(2) 확인 또는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18. 본 업무 수행에 대한 자체 확인 또는 검증(입력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실시하고 있다 --- (방식 :)
(2) 실시하고 있지 않다
19. 자료수집 및 누적데이터 처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수단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 )
20. 자료수집 및 누적데이터 처리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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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공표자료의 충실성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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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점검표

발간물명 200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호수
발간연월
발간주기

①월보 ②분기 ③반기 ④연보 ⑤부정기

주제분야

소속부서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품
질
진
단

조사일
시

응
답
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조사자

E-mail

확인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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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용자를 위하여
진 단항목

유

무

근거자료

□

□

☑

□

541~570P

☑

□

xviii p

□

□

☑

□

□

□

☑

□

1-1. 소개

wh
○「이용자를

위하여」,「자료이용시

유의사항」

등의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있다.
1-2. 부록(참고자료)

○ 통계자료 활용에 참고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
자료 수록
1-3. 기호
○ 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1-4. 잠정치, 확정치
○ 통계간행물에 잠정치를 수록할 경우 잠정치의 표시 및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일자를 명시하고 있다.
- 잠정치로부터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치 산출이유
와 확정치 공표 시점이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부
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5. 자료 출처
○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분석과 관계가 있거나 관련된 정

541, 558, 562, 565P

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출처를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게 간행물
에 수록하고 있다.
1-6. 제공 매체
○ 통계간행물 이외의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자료가 제공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
-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원시자료 구매절차
1-7. 문의처
○ 통계작성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 통계작성 도는 조사체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개
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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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P

2. 조 사 정 보
진 단항목

유

무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

☑

□

xiv ~ xvi P

□

□

·

2-1. 조사 목적
○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유사통계와 차이점 포함
2-2. 조사 연혁
○ 조사의 주요 연혁이 설명하고 있다.
2-3. 조사 범위(대상)

wh

iv~xiii P

○ 조사의 범위와 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4. 적용 기준
○ 조사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 국내․외 통계자료를 비교하는데 필요한 자료임
2-5. 조사 항목
○ 조사사항(항목)을 나열하고 주요 조사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2-6. 조사 주기(기간)
○ 조사대상기간, 조사주기, 실제 조사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2-7. 조사 방법
○ 조사체계 와 조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2-8. 조사표 견본
○ 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또는 자료수집자료 양식을
수록하고 있다.
- 조사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방법
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2-9. 조사표 변천
◦ 조사표의 변천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 조사표의 변천사, 연도별 추가, 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
의 설명 수록
2-10. 용어 설명
○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
록되어 있다.(별도의 용어설명란의 할당 여부 등)
-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용어일지라도 이용자들
의 경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2-11. 공표 방법
○ 조사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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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집단 및 표본설계
진단항목

유

무

근거 자료

☑

□

일러 두기 (xiv)

☑

□

일러 두기 (xiv)

□

☑

□

☑

□

☑

□

☑

□

☑

□

☑

□

☑

3-1. 목표 모집단
○ 통계작성이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모집단이란 통계분석 단위에 대한 개념적인 모집단을
의미
3-2. 대상 모집단

wh

○ 조사나 통계작성의 실제 대상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대상모집단은 실제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단위의 모
집단을 의미함
3-3. 모집단의 근접성
○ 목표 모집단과 대상모집단이 근접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 모집단의 커버리지(Coverage) 등
3-4. 표본틀(표본조사)
○ 표본추출에 사용되는 표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 표본틀이란 표본이 추출되는 단위들의 목록을 의미
3-5. 표본크기(표본조사)
○ 목표로 하는 표본크기와 조사표본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본설계시에 제시했던 표본크기임
3-6. 표본틀의 변경(표본조사)
○ 표본틀이 변경여부 및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 조사대상의 발생, 소멸 변동사항(예, 산업분류의 변동)등
을 고려하여 표본틀을 갱신
3-7. 표본틀 내역(표본조사)
○ 보고서에 표본틀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3-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
○ 층화표본추줄 등과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3-9. 조사체계
○ 현지에서 대상모집단에 대해 조사하는 체계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 조사체계, 보고체계 등
※ 보고통계, 가공통계의 경우 ‘조사’를 ‘자료수집’으로 바
꾸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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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집계 및 추정
진단항목

유

무

□

☑

□

☑

□

☑

□

☑

□

☑

□

☑

□

☑

□

☑

□

☑

wh

4-1. 품질 관리
○ 수집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 조사표내 내용검사, 입력 에디팅(Input Editing) 등
4-2. 가중치
○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의 부여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 가중치는 모수를 추정할 때, 통계자료를 결합할 때 사용함
4-3. 모수추정방법(표본조사)
○ 표본조사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4-4. 계절조정 기법
○ 시계열에서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4-5. 표준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 표본조사의 경우에 표본오차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 모수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어떻게 표본 오차추
정치를 사용하며 이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예: 95 % 신뢰구간의 해석)
4-6. 자료의 신뢰성
○ 표본오차, 비표본 커버러지(coverage), 대표도 등 통계자
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4-7. 무응답 현황
○ 무응답 현황(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을 보여주는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 최소한의 무응답의 유형(부재, 응답거부 등)을 제시
4-8. 응답자 분석
○ 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룹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수집자료의 편향(bias)정도를 설명
4-9. 자료집계
○ 무응답 항목을 보완하는 Imputation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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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부록 5>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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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표」
(건강보험통계)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청에서는 보다 질 좋은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2006년도 [통계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청이 승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정도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신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 13 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응답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사주관기관 : 통계청 품질관리과 황숙 주무관
☎ 042-481-2364 / e-mail : sookh@nso.go.kr
② 조사실시기관 : 통계품질진단 보건팀 천새롬 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화여자대학교)
☎ 02-3787-0444 / e-mail : csrom@tipa.or.kr
③ 조사대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정건지 연구원
☎ 02-3702-2119 / e-mail : gjjung@gallup.co.kr

조사 일시 :

년 월 일

면 접 원

감 독 원

검 증 원

코딩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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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통계별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해 주
십시오. 기타에 해당되거나 자유응답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통계의 작성 주기를 알고 계십니까?
① 반년마다 (1년에 2회)
② 매년 (1년에 1회)
③ 2년마다 (2년에 1회)
④ 3년마다 (3년에 1회)
⑤ 잘 모르겠다.
문2) <건강보험통계>통계의 작성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① 전수조사 (조사대상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 통계)
② 표본조사 (모집단에서 조사대상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통계)
③ 가공통계 (공공기관/기업 등의 자료와 기존 통계를 가공 분석한 통계)
④ 보고통계 (국민/공공기관/기업 등의 신고의무에 의해 생산된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 통계)
⑤ 모르겠다.

문3)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를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활용)하십니까?
① 정책수립 및 평가
② 연구․학술․학습활동
③ 사업 및 경영계획 수립
④ 다른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⑤ 업무 외 개인적 관심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

문4)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회 이상
③ 분기 1회 이상
④ 반기 1회 이상
⑤ 연 1회 정도
⑥ 지금까지 한, 두 번
문5)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통계 이용 시 주로 이용하시는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공표한 통계표/(간행물)보고서
② 재 집계한 자료(원시자료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집계) (예: 2004건강보험주요통계)
③ 원시자료
④ 분석한 설명/요약 자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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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를 주로 어떤 경로로 입수하십니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부서에 직접 요청 (인터넷, 전화, 문서, 방문 등)
③ 통계청 홈페이지(KOSIS, STAT-KOREA 등)
④ 신문 또는 방송 보도자료
⑤ 공공 도서관/자료실 등에서 열람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
문7)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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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건강보험통계> 자료에서 귀하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분을 아래표를 참조하여응답란에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통계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1순위:_______________2순위 :________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____

<<건강 보 험 통 계 >>
간행물명

건강보험
통계연보8)

주요 이용 부분
1) 건강보험 일반현황 (적용인구현황 및 요양기관 현황)
2) 건강보험 재정현황
가. 연도별, 월별, 시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나.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표준보수월액 등급별 보험료 현황(직장)
다. 산정등급 점수별 보험료 부과 현황 (지역)
라.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 등
3) 건강보험 급여실적
가.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나. 시․군․구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
다.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실적
라. 월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
마.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 평균수준횟수
바. 연령별 1인당 연간진료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
4) 건강보험 심사실적
가. 월별,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실적
나. 요양기관소재지별 요양급여실적
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실적
라.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크기별 실적
마. 10대 항목별, 질병군 범주별,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실적
바. 방문일당 약제비크기별 요양급여실적(처방 및 직접조제)
사. 처방일수별 요양기관종별 원외처방횟수
아. 투약일수별 처방전 발행기관종별 원외처방횟수
자. 한방 56 처방,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실적
5)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가. 요양기관종별, 의원 표시과목별, 다발생 질병별 약제평가 항목별 지표
나. 의원 표시과목별 다발생 질병별 약제평가 항목별 지표
다. 급성기도감염 의원, 요양기관종별 시도별 약제평가 항목별 지표
라.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다발생 질병별, 병상규모별 혈액제재 청구현황
마. 1단위 수혈율
바. 연도별 CT 일반현황, 요양기관종별 CT 장비 수 및 보유기관 수
사. 인구백만명당 CT 장비 수 및 청구현황, 촬영 평가 지표
아. 요양기관종별 다발생 질병별 CT 촬영건율, 제왕절개 분만 평가지표, 슬관절치 환술
실시현황 등
6) 질병통계
가. 21대 분류별, 298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나. 질병소분류별 상병 급여현황 (입원, 외래)
다. 한방12대분류별, 급여현황
라. 질병소분류별 급여현황(다빈도 상병, 입원 및 외래, 약국처방조제)
마. 492 분류별 다빈도 증상 약국조제 실적
7) 부록
가. 인구 추이 및 지표, 생명표, 연령별 성별 추계인구
나.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다. OECD : 의료보장 인구 및 적용율, 영아사망율, 입원진류 병상수, 병상이용율,입원
환자 1인당, 국민 1인당입원일수
라. 국제통계: 기대여명, 의료인력현황,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8) 기타( )

8) 가장 최근년도 발행통계인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통계집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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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
해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 중 해당되는 란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대체
그렇 로
다. 그렇다.

1) <건강보험통계>는 명확하게 모집단이 정의되어 있
다.

대체
전혀
보통 로
그렇
이다. 그렇지
지
않다. 않다.

잘
모르
겠다.

⑤

④

③

②

①

⑨

⑤

④

③

②

①

⑨

⑤

④

③

②

①

⑨

4) <건강보험통계>는 예고된 일정에 맞춰 공표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5) <건강보험통계>는 제공방법/보고서 형식 등이
필요한 통계정보를 얻는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
다.

⑤

④

③

②

①

⑨

6) <건강보험통계>는 시계열 비교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⑨

7) <건강보험통계>는 외국과의 비교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⑨

8) <건강보험통계>는 이용 시 유의사항/관련 개념/
용어의 정의 등이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9) <건강보험통계>는 알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내용 10) <건강보험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
충실
이 수록되어 있다.
성

⑤

④

③

②

①

⑨

11) <건강보험통계>는 정확하다.

⑤

④

③

②

①

⑨

12) <건강보험통계>는 신뢰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⑨

2) <건강보험통계>는 자료수집 대상이 통계목적에
통계
맞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다.
생산
과정 3) <건강보험통계>는 적절한 시기에 공표되고 있
다.

활용
편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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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문11) 귀하께서는 앞으로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를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다

별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문12) 귀하께서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자료수집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제공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조사 후 결과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가 불편하다.
보고서 편제(편집과 형식)가 이용자들이 찾아보기에 불편하다.
용어의 개념 설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지 않다.
원시자료 이용 시 불편하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3) <건강보험통계> 통계 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선하거나 추가해
야할 통계 항목 및 요청 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예: XXX 항목(지표)의 추가가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Q) 귀하는 <건강보험통계> 통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다음장의 추가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결과자료분석을 위한 질문(DQ 1)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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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 추가 질문입니다.
문14) 현재 <건강보험통계>는 1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를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정하다. → 문 15로

② 적정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4-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적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14-2)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적정하지 않다면 몇 년 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귀하께서는 동일 <건강보험통계>내 통계적 개념(항목 등의 개념, 정의, 분류 등)이 일괄적으로 적용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문 16으로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5-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6)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 보고항목이 최근 및 향후의 이용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문 17로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6-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7)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의 보고표가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용어 및 질문어귀의 명료성, 조사 항목 순서의 배열, 작성예시, 글씨 크기 및 색상 등)
① 그렇다.→문 18로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7-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8)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의 내용과 그 이용방법이 적절하게 홍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문 19로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8-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9)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의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인 자료 수집과정이 체계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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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문 20으로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9-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0)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하시
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①불편하다.

② 불편하지 않다.

문 20-1) (①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1) 귀하께서는 <건강보험통계>통계자료의 내용이 외국과비교하여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② 그렇지 않다.

문 21-1) (②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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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자료의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 분석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

② 사무직

③ 연구직

④ 교수직

⑤ 학생

⑥ 기타 (______________)

DQ4)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소속기관)은 어디십니까?
① 입법기관

② 행정기관

④ 언론기관
⑦ 학교

⑤ 연구기관

⑥ 금융기관

⑧ 기업

⑩ 보건․의료기관

③ 사법기관

⑨ 단체 및 협회
⑪ 기타 (__________________)

DQ5) 귀하께서 지금까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업무/연구 등을 한 기간은 총 얼마 정도입니까?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DQ6) 귀하께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업무활동 등을 할 때, 통계자료의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② 중요한 편이다.
④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시 안내를 위한
E-mail 주소와 우편 발송에 필요한 직장 또는 자택 주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주 소
성명
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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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통계품질노력 진단표

- 174 -

통계품질 개선노력
실적표

주제분야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품
질
진
단

조사일
시

건강보험연구센터

보건

소속부서

건강보험통계

통계분석팀

응
국민건강보험공단 답
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조사자

E-mail

확인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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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계이용자 만족도

공표자료의 충실성

자료수집의 정확성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통계작성환경

구분

• 3차 공동발간위원회 회의와 1차례 실무

이 가능

• 추가 및 삭제 목록 확정 및 통계용어 정

• 수록통계 조정

계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작성 절차 및 통계절차의 적합성 개선

• D/W 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간행물 소책자 발행

• 이용자의 요구가 높은 통계에 대해 통계

• 통계연보의 D/W 구축

자료정비 수행

• D/W 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한

의 편의성 제공

•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개선

개선

• 이용자의 편의 및 자료에 대한 충실성

산화 업무, 변경내역 서식등을 통한 수정 •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더욱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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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중 이용자의 요구가 높은 통

통계이용자의 편의 도모

• 통계연보의 D/W구축을 통해

산시스템 연동의 필요성 문제

• 서식외 EDI및 4대보험 연계를 통한 전

리

발간 완전 합의

연보를 통합,공동발간

• 표준서식을 통한 수기작성의 오류와 전

기 대 효 과

예정,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처리 및 운영 • 통계작성환경 개선

• 차세대정보시스템 2006.11월 구축 운영

실 적

•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건강보험심사통계 회의를 통해 연보 수록목록 확정 및 공동

강화를 위한 계획

• 기존 D/W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기능의

계 획

통계품질 개선노력 실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