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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진료 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지원 정보 의료질평가 정보 비 여 정보

청구명세서 정보 여의약품 

마스터 정보

치료재로 

마스터 정보

요양기  

개폐업 정보

평가항목 

기  정보

비 여 항목 정보

의료행  정보 완제의약품 

유통 정보

의료기  

구매 정보

의료기  

시설 정보

의료기 별 

평가결과 정보

기 별 비 여 

가격 정보

환자분류 정보 여의약품 

사용 정보

치료재료별 정보 인력 황  

자격 정보

질병정보 의약품 

안 리 정보

특수재료별 

사용 정보

장비보유 황

수가마스터 정보 장비별 사용 황

Appendix 2. 연구를 한 의료 빅데이터

자료명 수집 방식 수집 주기 생산 기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 상 매일 수시로 데이터 발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앙암등록자료 국(암환자 상) 최  발생 이후 

의료기  이동 혹은 완치 시 갱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당해 검진 상자 2년에 1회 혹은 1년에 1회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자료 국민 상 변동사항 발생 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학교표본

(어린이 집  고 학생 상) 
매 3년마다 1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양조사 가구표본( 국민 상) 매년 1회 질병 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표본( 국민 상) 매년 1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학교표본( 1∼고3학교 학생 상) 매년 1회 

퇴원손상심층조사 병원표본(퇴원환자 상) 매년 1회 

노인실태조사 가구표본(노인 상) 매3년 마다 1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가구표본(1951∼1964년생 상) 2010년 1회 

장애인실태조사 가구표본(장애인과 비장애인 상)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각 연도별 1회 

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국(다문화 가정 상) 2009년 1회 

국 출산력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가구표본(기혼  미혼남녀 상) 매 3년마다 1회 

아모성사망조사 국( 아모성사망자 상) 약 3∼4년 주기 1회 

차상 계층 실태조사 가구표본(차상  계층 상) 2007년 1회 

환자조사 의료기 표본( 국환자 상) 매년 1회 

한국복지패  가구표본( 국민 상) 2006년 기  연단  추  조사 

한국의료패  가구표본( 국민 상) 2008년과 2009년 반기별 추  조사 

고령화연구패  인구표본(45세 이상 국민 상) 2005년 기  2년단  추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  가구표본( 국민 상) 1998년 기  연단  추  조사 

사회조사 가구표본( 국민 상) 매년 1회 통계청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국(사망자 상) 사망 시 발생

통계청 신생아 자료 국(신생아 상) 출산 시 발생

거주지  사망자료 국(이주자  사망자 상) 거주지 이동  사망시 발생 안 행정부 

소득수  자료 국민 상 변동사항 발생 시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