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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시소아안과 영역에서의 연구
Research in the Field of Strabismus and Pediatric Ophthalmology Using Claim
Dataset
류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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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nential increasing data are generated from health care including the ophthalmology and the big data has been analyzing for being used in a variety of research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s all citizens in South Korea and claims that th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aring Service (NHIS) could be useful for the research of big data. The NHIS is a data
created from providing health care services that gives all of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iagnosis, treatment, cost, and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mbark on projects that was difficult to perform previously, such as researches about
rare diseases targeted towards a large group of people, or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a certain disorder, a prognosis of the
treatment and complications of the epidemiological research,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potential risk. Even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surgical and coding problems within the field of pediatric ophthalmology and strabismus, it will be possible to
make it very useful. In addition, it would be able to apply it to other ophthalmologic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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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엔진인 PubMed에서 “health care”로 검색되는 문헌 수가
1990년에 약 22만 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약 1,622,835건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 의료 기록의 전

으로 의료 보건 분야에서 대한 연구 수가 엄청난 증가를 보

자 차트화(electronic health records, EMRs) 등으로 인해 안

였고, 의료 보건 분야의 데이터 생산량 또한 2009년에 비해

과 영역을 포함한 의료 분야에도 수많은 정보가 양산되고

2020년에는 60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3 최근 수년 전부터

1,2

특히 이런 방대한 크기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

안과 영역에서도 국내 연구자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에

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의 검색

의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양질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

4-12

있다.

국내에서는 1977년 5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에

서, 1989년부터는 급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장한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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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서 나온 건강보험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의료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를 하기가 다소 용이
13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시소아안과 영역에서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안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편
이다. 따라서, 사시소아안과 영역에서 빅데이터 연구를 함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과 주의할 점 등을 중심으로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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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를

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같은 소아사시 환자가 처

시작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음에는 원시를 가지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근시로 전환될
경우 같은 환자가 원시 환자군과 근시 환자군 모두에 포함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일반적 특징

되어질 수도 있다. 다섯 번째, 표본선택오류(selection bias)
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3 보험청구자료는 환자가

건강보험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요양기관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자료가 생성되게 된

이 환자에게 진료, 검사 및 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다. 만약, 어떤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보험공단에 보험청구를 하면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이다.

경우에는 병원 방문에 대한 동기가 커서 이 집단들이 보다

여기에는 각종 검사 및 수술을 포함한 진료와 관계되는 정

더 청구 데이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선택

보, 입·퇴원 정보, 진단 코드, 약품 처방 정보, 의료 보험자

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알아

및 환자의 부담금, 환자의 인적 정보, 지역 정보, 요양기관

보는 연구를 진행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13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나이 및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 등이 포함된 정확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얻을

보험청구자료의 적합한 연구 주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정보를 특정 기준을 정하고 집
단을 나누어서 하위 세부 분석하는 데에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암 등록 및 희귀질환 자료, 병원의무기록

질병의 역학적 연구
보험청구 빅데이터는 어떠한 지역 집단이나, 인구 집단

등과 연계할 수 있다면, 보다 자세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에서의 특정 질환 발생률과 유병률을 알아보는 데에 큰 장

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점을 가지고 있다.

14

특히 전향적 연구로 진행하기 어렵거

나,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매우 낮은 특정 질환에 대한 역학

보험청구자료의 제한점

적 연구를 하는 데에 강력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국내의료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던 소아 아토피성 피부

위와 같은 아주 우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험청

염과 백내장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

구자료가 가지는 태생적 단점들도 많이 있다. 첫 번째로, 국

8
다. 또한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사시 유병률 또는

제질병코드(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

외전신경마비의 발생률을 알아본 연구들도 여기에 해당한

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인 KCD

다고 할 수 있다.5,15,16 소아안과 영역 이외에도 녹내장,10,17

코드(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를

당뇨망막증,18 안외상,19 척추수술 연관 후 허혈시신경병증20

통한 진단 코드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질환의 중증도

등에 대한 유병률 연구들도 있다.

또는 위험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KCD7의 원시(H52.0) 코드를 이용하여 원시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할 때, +1.00 diopters (D)의 환자와 +5.00 D

질병의 병인 연구
안과적 질환의 잠재적 위험인자(potential risk factors)를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지, 원시가 있는지 없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내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는지만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보험급여항목에 대한 정보

국내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되었던 비허혈성

만 포함하고 있어서 비급여와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앞허혈시신경병증의 위험인자로 수면무호흡증과 허혈성

group payment system, DRG)의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않

신장손상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던 연구가 이에 해당할 수

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수술로 간주되는 감각

있다.

사시에서의 사시수술, 10세 이상의 사시 환자의 수술로 비

황반변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발표된 바가 있다.

7,9

그 외에도 중심망막정맥폐쇄21와 비타민 D 결핍과
22

급여로 처리되는 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아
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세 번째, 검사

의료서비스의 이용 형태 및 치료 방법 추세에 대한 연구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 비교나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어떠한 검사(급여 항목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적절한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의 검사)가 진행되었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검사에 대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술 코드는 코딩 오류 가

한 결과를 알 수 없다. 네 번째, 보험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능성이 낮아서 진단 코딩에 비하여 보다 정확하다. 따라서,

있을 수 있다. 진단 코드의 정확성, 단순 코딩 오류 가능성

수술 방법을 두,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질환이라면

그리고 심사 평가를 위한 오기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고려해

수술 빈도 및 수술 방법 선택의 경향성(trend)에 대한 좋은

사시 환자의 임상결과에 대한 연구나 백내장 환자를 대상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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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리체강내 주사술(intravitreal in-

한 수술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jection)의 급격한 빈도 증가로 유리체절제술과 범망막광응
고술이 늘어나고 공막돌륭술의 감소 경향을 보여준 연구가
23

대표적이다.

결

론

그러나, 국내 사시수술의 수술 코드는 다섯

가지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보험청구자료로는 후전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는 기존의 의학연

술과 절제술을 구분할 수 없고 근전이술과 사근수술을 구

구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 데이터에서 기반한 연구가 가능

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에 보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

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급여 청구를 위한 데이터이고

하고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시수술코드의 세분화에

진단 코딩에 의한 제한점들이 있으나, 세심한 연구 설계를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통해 그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고 특히 소아안과 영역을 포함한 모든 안과

약물 처방 정보를 이용한 연구
보험청구자료에는 정확한 약물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질환에서 같은 계열의 안약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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