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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인하여 자료 활용에 유리한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술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청구 자료들 중에서 DB화
되어 있지 않는 서면청구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술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술 시행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서면청구 자료중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분
류할 수 있는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은 기본 수술 통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시행 빈도

가 높은 백내장수술과 충수절제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수술군별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고,도출된 요인
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각 수술군별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Score기법을 통해 서면청구 자료에 적용하여 수술 가능성을 예측하여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분류하고,실제 서면청구 명세서와 의무기록을 조
사하여 수술시행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백내장수술 대상자 모형은
94.60%,충수절제술 대상자 모형은 95.21%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술명별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여,수술 대상자를 선별함

으로써,서면자료와 같은 비전산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 모형을 통해 대
상자를 발췌하여 수작업 검토 대상자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자료 검토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비용 감소 및 서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되는 말 :데이터마이닝,수술통계,서면청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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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론서론서론서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만성화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지고 국민
의 주요 건강문제가 평생건강관리의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국가차원의 역할
과 책임이 부각되고 있으며,특히 이들 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효
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보건복지부,1999).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감에 따라 정확한 건강통계에 기
초한 보건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보건복지부,2000).
2004년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16조 1,882억으로 전년도 10조 7,568

억 대비 7.2%,1990년 1조 9천억원 대비 8배로 증가하였으며,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로 환산하면 1990년 4만 8천원에서 2003년에는 31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 급여비는 2004년 5조 930억원으로 전년도 4조 312억원 대비
8.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처치 및 수술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
은 입원환자 급여비의 22.56%,외래환자 급여비의 13.41%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16.95%를 점하고 있으나 수술환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의료비 감시체계
가 전무한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4,2003).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 (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

andDevelopment)에 가입에 따른 일반적 의무규정에 따라 각종 통계를 제출
하고 있다. OECD에서는 보건통계 항목으로 436개를 선정하고 이를 각 회원
국이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이중 6개항목이 수술통계와 관련된 항목이
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술통계를 포함한 보건의료 통계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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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6개 항목은
아직 한번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보건통계에 있어서 OECD의 표준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기록사가 통상 근무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인 질병 분류와 수술분류 업무

에 종사하고 있는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술통계가 매년 정기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나,의무기록사가 통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의무기록실이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관1)의 65%에
달하는 의원급기관에서는 수술,질병 통계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GDP증가률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증가 경향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인인구의 증가,그리고 의학기
술의 발전 등 의료비 상승과 관련된 제 요인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속될 가능
성이 크다. 특히 과거와 같은 GDP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2002).
수술 관련 통계는 기본적인 보건 통계의 하나이며 정확한 통계의 수집 및

파악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써
국제적인 공유를 통한 호환성을 갖출 때,각국의 수준 비교를 통하여 보건정책
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각종 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체계는 국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보고체계가 주축이 되고 있으나,높은 비용과 자원의 투입이 필수적으로 요
구되어 적시에 필요한 정보가 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

1)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요양기관수 70,394개, 종합전문병원 42개, 

종합병원 241개, 병원 970개, 의원 24,301개, 치과병�의원 12,191개, 한방병�의원 9,332개, 그 외 

기타 조산원 및 약국 등 23,317개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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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적 조사 및 보고체계 이외의 보건의료정보 관리체계로는 민간의료기관
과 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정보체계와 공공보건기관이 중심인 지역보건
정보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중 건강보험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2)으
로 매우 중요하여 지역과 국가의 중요한 자료원이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9).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의료보험 조합과 공 �교의료보

험 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었고,2000년 7월 139
개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단일 보험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전국민의료보험통합으로 보건의료자료
가 집중되고 있어 통계 작성을 위한 유리한 Infra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활
용한 양질의 통계자료로의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성주헌 외,2003).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며 그 제출방법으

로 서면청구,즉 종이양식에 데이터를 인쇄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디스켓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교환)3)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
이 있다(송태민,2002). 2004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진료비 지급 요청되는
5,041,005건의 자료를 청구유형별로 살펴보면 EDI4,425,986건(87.80%),디스켓
586,559건(1.72%),명세서 528,407건(10.48%)이다. EDI와 같이 전산 매체로 청
구된 자료는 가공 처리하여 수술 및 처치에 관련된 DB구축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서면청구 자료는 명세서로 존재하여 자료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기존의 서면청구 자료는 서면 명세서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고,확인후 추출된 내용을 수술 DB로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 건강보험 자료의 1년간 청구건수는 2001년의 경우 약 5억 7천만건(약국 2억 4천만건)포함으로 

   전국민의 93.8%에 해당하는 인구의 의료 행태를 수록하고 있는 광대한 자료임.

3)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를 위해 완성된 데이터를 서면으로 출력하지 않고 EDI 서식에 맞게 데이터

화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KTEDI란 가입자 통신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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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전수 확인을 통한 수술자료 활용은 효율성면에
서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급여자료를 이용하여 수술통계를 생성하기 위하여
는 서면청구 자료의 효율적인 통계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화 지식사회의 도래로 의료계에서도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이제는 지식
관리프로세서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조경원,2000).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축적 �관리되고 있는 건강

보험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이들 자료중 서면청구 자료와 같이 비전산화되고
있는 자료를 저비용,고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보험진료비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술환자 및 수술급여에 대
한 분석 �연구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계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여는 기존에 축적된 비전산화 자료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가용 가능한 전산
Database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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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이 연구는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건강보험 청구 자료들 중에서 DB
화가 되어 있지 않는 서면청구 자료에서 효율적으로 수술통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즉,수술명별 수술 가능성 예측 점수를 활용하여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사전에 분류함으로써,서면청구 자료중에서 수술환
자를 추출하기 위한 수작업 검토 대상자를 최소화시킴으로써,비전산화 자료를
비용,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
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수술별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데이터마이닝의 기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기초적 정보,진단 및 의료이
용 정보,재원일수와 수술 시행 여부간의 관계 및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술 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도출하고,

둘째,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규칙을 서면청구 자료중 수술을 시행받
은 대상자를 발췌할 수 있는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여,

셋째,개발된 모형으로 Score기법을 적용하여 서면청구 자료중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 자료를 색출한 후 청구명세서와 의
무기록을 조사하여 실제 수술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개발 모형의 타당
성을 평가하여,

넷째,확인된 서면청구 자료를 수술 통계 DB로 구축함으로써 서면청구 자
료 활용을 위한 신뢰성있고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6 -

IIIIII...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11...데데데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의의의 개개개요요요

가가가...데데데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정의는 학계와 업계에서 편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어 왔다. 국제지식발견(KDD)학회에서는 지식발견을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
해 내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데
이터마이닝을 지식발견과정의 일부분인 발견 단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식발견은 데이터에 내재
되어 있으나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잠재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비기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FayyadU외,1996). 이전의 수동적인 의
사결정지원 도구에 반하여 데이터마이닝은 능동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한
다.즉,사용자가 문제를 정의하고,데이터를 선택하고,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
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데이터마이닝 도구는 자동적으로 데이터의 예외적
인 상황과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파
악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마이닝 도구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
이터 관계 속에 숨어 있는 문제나 기회를 발견하고,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컴
퓨터 모델을 구성하여 최소의 사용자 개입으로 사업 행동을 예측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마이닝에 사용되는 분석 알
고리즘은 인공지능,신경망,귀납 규칙,술어 로직(PredicateLogic),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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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DecisionTree),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 등이 있다(서길수,2000).
최근 데이터마이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축적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
고 둘째,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의 발달과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향상은 양적
으로 증가되고 복잡한 형태를 가진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
째,데이터마이닝 기법은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이 갖은 한계점인 지식 획득의
병목현상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인 데이터마이닝은 언급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혼재되어 불리고 있다. 예를 들면,지식추출(Knowledge
Extraction),정보발견(InformationDiscovery),데이터 연금술(DataArcheology),
데이터 패턴처리(Data Pattern Process),정보수확(Information Harvesting),
KDD(KnowledgeDiscoveryinDatabase)등과 같다(이건창,2001).

나나나...데데데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 기기기법법법

1)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Regreesion)

한 변수(목표변수)가 다른 변수(입력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
(Explanation)또는 예측(Prediction)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적절한 함
수식으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회귀분석이라 한다.이 때,목표변
수가 이항형일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목표변수가 이항형일 때 확률에 대한 로짓변환(Lo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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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즉,입력변수 x1,...,xp에 대해
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과 같이 모형화하여,모형식의 좌변과 우변이 모두 실수 상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적은 흔히 추정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로지스틱 판별분석이라고 불린다.
위의 모형식으로부터 추정된 회귀계수 a,b1...,bp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확률에 대한 추정식을 얻을 수 있다.즉,

이렇게 얻어진 각 개체에 대한 사후확률(PosteriaProbability)은 그 개체를 분
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y=0lx1,...,xp)=1-(y=0lx1,...,xp)). 즉,추정된
사후확률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적절한 절단값(CutoffValue)을
정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각 개체를 분류하는 것이다(강현철 등,2001).

2)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Tree)

의사결정계통분석은 의사결정규칙(DecisionRule)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분석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분류

         ^  (y=0lx1,...,xp)=
p

    exp(⍺ +b1x1+...+bpxp)   

   1+exp(⍺ +b1x1+...+bpxp)

   log
   p(y=1lx1,...,xp  )    

 = ⍺ +ß1x1+...+ßpxp 
1-p(y=1lx1,...,x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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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의사결정나무는 판별분석 또는 회귀
분석 등과 같은 모수적(Parametric)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상치
(Outlier)를 검색하거나,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고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교호효과를 찾아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그 자체가 분류 또는 예측 모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최종후 등,1998).

3)신경망분석(NeuralNetworks)

신경망 또는 인공신경망(ArtificialNeuralNetworks)에 관한 연구는 뇌 신
경생리학(Neurophysiology)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다. 자료분석 분야
에서 신경망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자료에서의 예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
용되는 유연한 비선형모형(NonlinearModels)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
나 신경생리학과의 유사성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통계적 예측 모형에 비해 보
다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경망은 은닉마디(HiddenUnits)라고 불리
는 독특한 구성요소에 의해서 일반적인 통계모형과 구별되어진다. 은닉마디는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형화한 것으로써,각 은닉마디는 입력변수들의 결합
(Combination)을 수신하여 목표변수에 전달한다. 이때 결합에 사용되는 계수
(Coefficient)들을 연결강도(SynapticWeights)라고 부르며,활성함수는 입력값을
변환하고 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른 마디로 출력하게 된다(강현철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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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모모모형형형 평평평가가가 방방방법법법

하나의 데이터세트를 분석할 때,여러 통계모형들을 상정하여 분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왜냐하면,바람직한 통계분석은 구축된 모형에 따른 결과를 비
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적의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모형을 비교 �평가해야 하고,이를 통해 하나의 모형이 선택되면 선택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모형 평가의 기준으로는 모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가?

즉,얼마나 적은 입력변수로 모형을 구축했는가의 문제나 혹은 같은 모집내의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는 경우 얼마나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주는가? 즉,일
반화(Generalization)의 가능성 등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구축된 모형이 얼마

나 예측과 분류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형도 실제 문제에 적용했을 경우 빗나간 결과만을 양산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모형 평가(ModelAssessment)란 예측(Prediction)을 위해 구축된 모

형이 임의의 모형(Random Model)보다 과연 우수한지,고려된 서로 다른 모형
들중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
이라 말할 수 있다.
성능이 좋은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 �평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기존 통계학 이론에 폭넓게 제시되어 있다. 모
형의 설명력은 이에 대한 측도인 결정계수(R2:R-square)나 수정결정계수
(AdjustedR2). 맬로우스 Cp(Malows'Cp)및 아카이케 정보 기준(AIC:Akaike
InformationCriterion)등의 통계량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특히 목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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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Variable)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오분류표(MisclassificationTable)를 활
용한 여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BerryandLinoff,1997;강현철 등,
2001).

1)오분류표

오분류(MisclassificationTables)란 목표변수의 실제 범주와 모형에 의해 예
측된 분류범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다.즉,목표변수의 범주
별로 이를 제대로 분류한 빈도와 그렇지 못한 빈도를 함께 제시한 표이다. 이
는 목표 변수의 범주가 c개인 경우 c×c개의 셀로 이루어진 표 형식을 취한다.
이 때 분류표의 대각에 존재하는 셀은 목표변수의 원래 범주가 제대로 분류된
부분이고,비대각에 존재하는 셀은 분류가 잘못된 부분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빈도가 제시된다.
그림 1에서 (실제0,예측0)과 (실제1,예측1)은 목표변수를 제대로 분류한 경

우이고,(실제0,예측1)과 (실제1,예측0)은 목표변수를 잘못 분류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BerryandLinoff,1997;강현철
등,2001).



- 12 -

정분류율 =
(실제0,예측0)의 빈도 +(실제1,예측1)의 빈도

전체 빈도

오분류율 =
(실제0,예측1)의 빈도 +(실제1,예측0)의 빈도

전체 빈도

민감도(sensitivity)=
(실제1,예측1)인 관찰치의 빈도

실제 1인 관찰치의 빈도

특이도(specificity)=
(실제0,예측0)인 관찰치의 빈도

실제 0인 관찰치의 빈도

2)ROC곡선

ROC(ReceiverOperationCharacteristic)곡선은 구축한 모형의 성능을 민감
도와 특이도에 의해 판단하고자 하는 곡선이다(Bamber,1975). 원래 ROC 곡

                                       예측된 예측된 예측된 예측된 변수변수변수변수

                                      0            1 

 원래 원래 원래 원래 목표변수목표변수목표변수목표변수

   실제 0

 

   실제 1 

           예측0         예측1

   실제 0

   예측 0

   실제 0

   예측 1

   실제 1

   예측 0

   실제 1

   예측 1

 실제0

 실제1

      그림 1.오분류표의 구성(정오분류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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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신호감지이론(SignalDetectionTheory)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다. 신호
전송을 선로를 이용하는 경우,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만이 온전히 대상물까지
전송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중간의 잡음(Noise)이 섞이게 된다. 이런 경
우에 있어,신호의 수신자는 신호를 잡음으로 오해하거나 잡음을 신호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신
호전달체계를 연구하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ROC곡선이다.
먼저 ROC 곡선은 각 분류기준값에서 오분류표를 필요로 한다.분류기준값

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인,0~1내의 모든 분류기준값에 대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면,하나의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이를 ROC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은 수평축은 1-특이도가 되며,수직축은 민감도이다. 또한 그림
2에서 두 분류값의 위치를 보면,분류기준값이 높은 경우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낮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R O C  R O C  R O C  R O C  곡 선곡 선곡 선곡 선

0 .0

0 .5

1 .0

0 .0 0 .5 1 .0

1-특 이 도

●

●

분 류 기 준 값분 류 기 준 값분 류 기 준 값분 류 기 준 값 : 0 .5: 0 .5: 0 .5: 0 .5

분 류 기 준 값분 류 기 준 값분 류 기 준 값분 류 기 준 값 : 0 .25: 0 .25: 0 .25: 0 .25
민
감
도

    

       

그림 2.두 분류기준값에 의한 ROC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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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곡선은 구축된 모형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그림
3에서는 어떠한 ROC곡선이 좋은 모형의 구축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
다. 그림 3에서 (a)와 (b)및 (c)의 세로점선은 동일한 ‘1-특이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각 경우를 비교해 보면 특정 ‘1-특이도’에서 경우 (a)의 민감도
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1-특이도‘의 상황에서 오분
류율이 (a)의 경우가 가장 낮음을 뜻해,세모형중 가장 좋은 모형임을 나타낸
다.
특히,특정 모형의 ROC곡선이 (c)의 경우와 같이 나타났다면 이는 모형구

축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c)의 경우,모든 분류기준값에서
1-특이도와 민감도가 동일하여 오분류행렬의 대각원소의 빈도가 비대각원소의
빈도와 동일하게 된다.이는 모형구축의 효과가 전혀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ROC곡선이 경우 (c)보다 나쁜 성능의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ROC 곡선의 형태가 경우 (c)보다 더 아래로 쳐진 형상을 띨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모형을 구축한 것이 아예 모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보

다 못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BerryandLinoff,1997;강
현철 등,2001).

그림 3.ROC곡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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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iftChart(이익도표)

앞의 ROC곡선은 사후확률과 각 분류기준값에 의해 오분류행렬을 만든 다
음,특이도와 민감도를 통해 모형 평가를 수행한 것이었다.
모평 평가에 있어서 사후확률을 사용하기는 하나,ROC도표와는 다른 개념

의 평가도구인 이익도표가 있다.이익도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① 모형설정을 통해 사후확률을 구한다.
② 사후확률의 순서에 따라 전체 데이터 세트를 정렬한다.
③ 이렇게 정렬이 끝나면 전체 데이터세트를 균일하게 N등분한다.
④ N등분의 각 등급에서 목표변수의 특정 범주에 대한 빈도를 구한다.
⑤ N등분의 각등급에서 %Captured Response(누적검출력),%Response(누적
검출효율)및 Lift통계량(리프트)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apturedResponse=
해당집단에서 목표변수의 빈도

×100
전체에서 목표변수의 특정범주 빈도

%Response =
해당집단에서 목표변수의 특정범 빈도

×100
해당집단에서 전체 빈도

BaseLine
%Response =

전체에서 목표변수의 특정범주 빈도
×100

전체 빈도

Lift = 해당 등급의 전체에서 %Response/BaseLinelift



- 16 -

⑥ 수평축에는 N등분의 등급을 수직축에는 ⑤에서 구한 3개의 통계량 값 중
하나를 이용해 그래프를 그린다.
만약,⑤에서 구한 %Response를 이용하여 ⑥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를

%Response이익도표가 되며,Lift나 %Captured Response를 이용하면 각각
Lift,%CapturedResponse이익도표가 되는 것이다.
만약,목표변수가 A,B,C회사의 상품이 팔린 빈도라면 %Response는 각 등

급에서 특정 회사 제품의 점유율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Captured
Response는 한 회사 상품내에서 해당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
는 것과 비교된다. Lift는 각 등급에서의 %Response와 BaseLine%Response
의 상대적인 비율이다(여기서 BaseLine%Response는 전체 집단에서 특정 범
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Lift공식의 분모는 전체에서의 %Response
이고 분자는 해당 등급에서의 %Response이므로,Lift는 말 그대로 전체 집단에
비해서 해당 등급에서 예측력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위등급에
서의 Lift가 매우 크고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Lift가 급격히 감소하면 이는 모
형의 예측력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며,만약 등급에 관계없이 Lift에 별 차
이가 없게 되면 이는 모형의 예측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Berry
andLinoff,1997;강현철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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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보보보건건건의의의료료료 분분분야야야에에에서서서의의의 데데데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 활활활용용용사사사례례례

가가가...진진진료료료비비비 심심심사사사 분분분야야야에에에서서서의의의 사사사례례례

1)국외 사례

미국,호주 등 선진 각 국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1996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한 진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MedicalIntegrityProgram
을 운영하였다. 특히,HCFA(HealthCareFinancingAssociation)에서는 진료
비심사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비 전산심사체계를
구축하였고,그 결과 1996년 부적절한 진료비 14%가 2000년에는 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용효과는 97년 1년동안 약 75억 달러 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는 1년에 청구되는 8억 건에 달하
는 심사물량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이어 2000년 미국의 PRO(PeerReview Organization)조직중 10개 이상 기관에
서 진료비심사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도입하는 결과를 보였다.
호주의 HealthCareInsurance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기재된 보험

청구사기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명백한 사기(Fraud)의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자율학습의 대표적인 방
법인 Clustering을 사용해서 의료이용군과 의료공급자들 간의 청구빈도와 청구
금액을 근거로 청구유형별 군집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생성된 군집과 의사들
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부당사기환자(FraudCustomer)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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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을 구분해 낼 수 있었고,이에 따른 부당청구패턴 최적의 모형을 데이터마
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부당청구패턴 최적의 모형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최적의 모형을 각 개인별로
적용시켜 스코링을 한 다음 그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통제를 가한 결과,투자
대비 이익이 200%,호주달러로 약 2배만 달러의 ROI(ReturnonInvestment)효
과를 가져왔다.

2)국내 사례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 부당 적발 사례 시스템 구축 사례를 보면,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003년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 청구심사 및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구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효과적인 부당청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 규모가 큰 요양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므로,개별 청구명세서
단위로 분류모형을 생성하고 명세서별 예측점수의 요양기관별 평균값을 요양기
관별 예측점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채준호,2003)4).
한편 DRG 지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간편해지고,청구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간편해짐에 따라 청구와 지급 그리고 진료비 심사에 관
한 의료제공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DRG지불제
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구오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하여 DRG확인 심

4) 2004년 45개 조사기관중 37개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여 부당청구 금액 1억 9,653만원 환수된 것

으로 보도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4.10.20) : 심사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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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건 선정을 효율화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병군
별,청구건별,부당청구확률을 계산하여 상위건들을 확인심사건으로 선정할 때
가 심사조정률,진료비 열외군 등만을 기준으로 확인심사건을 선정하고 있는
기존방식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홍두호 외 2003).
정현순(2002)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삭감자료를 분석하여 삭감현황을 파악

하고 시스템 적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의 청구입원진
료비중 20% 알부민 투여 약제 항목과 회음부 간호 처치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해 삭감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 알부민 투여에 대한
삭감 주요 요인으로 혈청알부민 3.0~2.6g/dl,급성합병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과다용량 부여인 것으로 나타났고,회음부간호에 대한 삭감 주요 요인으로는
정상분만을 하지 않고 회음부 부위 수술도 하지 않았으며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의 청구경영전략 방안으로 제안된 사례
로서,실제 건강보험 진료비삭감예방을 위한 처방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설계
및 구원하였다. 처방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한 평가는 사용자들이
보험인정기준 내로 처방하고자 할 때,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의사결정
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병원진료수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진료비의 삭감
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나...의의의료료료 이이이용용용량량량 분분분야야야에에에서서서의의의 사사사례례례

1)국외 사례

미국의 의료정보관리기구에 개발된 ImpactProModel은 의료이용량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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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예측 모형(PredictiveModels)이다. 이는 개인별로 향후 1년간의 급
여 및 의료이용량 예측,추정급여비가 높은 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이용방안 교
육 및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였다. 즉,보험가입자의 기본정보,급여데이터 그
리고 검진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연간 급여비,총재원일수,외래이용횟수 등의
의료자원사용량을 예측하고 있다.또한 고혈압,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등과 같
은 질환별 위험도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
하고 있다(DogyCelbi,2003).
Ismael등(1998)은 신경망을 이용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진료비 예

측 모형을 생성하고,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16개의 입력 변수
를 이용하여 환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합병증과 관련한 변수들,병원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진료비를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
여 예측하여 예측률을 평가하였는데,네 개의 모형중에서 두 개의 모형이 79%
의 분류 예측률을 보였다. 또한 예측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비교하기 위
하여 회귀모형의 R-squre값을 이용한 비교를 하였는데,네 개의 모형중에서 가
장 높은 R2값은 0.72의 결과를 얻었다.

2)국내 사례

이승미 등(2003)는 대부분의 보건 의료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대부부의 연
구들이 주로 환자의 질병 진단이나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 분석 및 예측에는 널리 활용되지 못한 실정에서 서울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장암으로 입원 치료받은 환자의 검사
및 진단,치료 정보와 인구학적 특성,진료비 자료로서 데이터마이닝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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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의 진료비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진료비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암 정복 사업과 같은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근거자료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 분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또한
환자의 진료비 모형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가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환자에게도 미리 진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새로운 치료방법과 기존의 치료방법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할 때 기초자
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다다...의의의료료료의의의 질질질 관관관리리리에에에서서서의의의 사사사례례례

1)국외 사례

의료기관의 양적증가와 경쟁 심화,의료시장의 개방,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및 의식의 변화 등 내외적 의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목표의 정
립과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
기관에서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비용관리를 돕고,환자진료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고 있고 이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미래
의 환자행동을 예측하고 진료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를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환자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Greg
Rogers,EllenJoyner,1998).

2)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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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옥(2000)은 효율적인 질 향상 활용을 위해 퇴원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토
대로 SPC(StatisticalProcessControl,통계적 공정관리)기법을 활용한 병원감
염발생률의 변동을 파악한 후,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병원감염 발생의
규칙을 찾아내어 CQI(ContinuousQualityImprovement,지속적인 적정 진료
관리)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의 질 변동을 밝히며 동일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 SPC기법을 CQI활
동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의 질 변동을 밝히며 동일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며,이에 대해 요인 및 패턴 분석을 위해
테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지식추출을 시도함으로써 데이
터만을 이용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CQI활동에의 적용 방안을 개발
하였다.
김혜숙(2001)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QualityIndicator를 설정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Quality를 결정짓는 규칙을 도출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서 의료의 질 측정지표에 활용하여 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하였다.

라라라...질질질병병병 관관관리리리,,,조조조기기기 검검검진진진을을을 통통통한한한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분분분야야야의의의 사사사례례례

호승희 등(1999)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고혈압 진단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하여 분
석결과의 성과를 비교하고,보건진료 분야의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고혈압 관리
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최적모형의 설계방안을
모색하였다. 환자정보,환자의 생활습관 및 증산,전문가지식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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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인공신경망을 통하여 환자의 진단명을 예측하고
이를 GUI(GraphicUserInterface)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진
단명 예측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은 뇌졸중 초기진단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마마마...병병병원원원 경경경영영영 지지지원원원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마마마케케케팅팅팅 사사사례례례

최근 의료의 패러다임은 진단 및 치료중심에서 개인의 유전자정보와 건강행
태를 기반으로 하여 질병발생을 예측한 후 고위험집단에 대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예측 및 관리모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강성홍,2002). 또한
보험가입자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가입자는 보험자에게 대리인 역할과 단순한
지불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서비스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보험자는 가입자를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이며,또한 이를 지원해 주는 고객관리 기법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RM(CustomerRelationshipManagement,고객관계 관
리 분야)은 이미 산업계에서 지식경영의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이것
은 고객과 관계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책과제로서 평생국민건강관리라는 접근방식으로 보건사

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CRM은 이에 매우 들어맞는 정보기술 방법론
이라고 할 수 있다. CRM 기법을 건강증진사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금융권,백화점 등 타 산업분야에서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고객을 분
류하고 관리하는데 비해 보건의료분야에서 CRM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 고객을 분류한다는 점이다.즉,건강정보가 필요한 계층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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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국외 사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의료분야에서 이미 CRM 기법을 도입하여 널리 활
용하고 있다. 미국 CDC(Center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미국 질
병대책예방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증진 사업이 급여비 절감에 기여한다
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보험자가 급여비 절감과 건강보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CDC,2003).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미국의 보험자 단체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이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건강증진사업이
의료비 억제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예컨대,오하이오주의 관리의료조직에서 관절염환자에 대해 DM(Direct
Mail)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시킨 결과 30개월 후의 실험군의 외래방문횟수는
46.9회로 대조군의 51.8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DM에 의한 보건교육이 외래
이용건수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급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Diana,2003).
최근 보험자는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정보기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이는 보험자는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들에 대해 현재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건강증
진사업을 수행할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미국의
ColumbiaUnitedProvider에서는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천식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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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의 고위험군을 찾아내어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Mckesson's
CareEnhance에서는 질환관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별 위험점수를 예측하여 이러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분류하여 이들에
대해 사례관리 간호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FredBaldwin,2003).실
제 건강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개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생활에 연관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JudithHibbard,2003).
이밖에도 미국 의료분야의 CRM 전문업체인 CPM에서 의료기관에 CRM 기

법을 적용한 성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Midwestern주에 소재한 105병상급의
병원에서 40,000명에서 메일을 이용하여 건강평가도구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
평가를 하게 한 결과 219명이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CRM
시스템의 경제성은 ROI(ReturnonInvestment)가 1.65로 나와서 메일을 이용하
여 주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idwestern주에 있는 180병상급의 병원에서 180,767명의 여성에게 메일을

이용하여 5개월간 산과 및 부인과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한 결과 5,807명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아서 병원의 ROI가 96으로 나와서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Northwestern주에 있는 110병상급의 병원에서
240,500명에게 메일을 이용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보건교육을 1년간 실시한 결
과 새로이 7,264명의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여 ROI가 139로 나왔다.
Midwestern에 소재한 79병상급의 병원에서 20,000명에의 60~75세의 노인들에
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청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이중 4,333명이 청각검
사를 받아서 ROI가 7.53으로 나왔다.Northwestern지역의 110병상규모의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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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원에서 환자지료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찾아낸 심장질
환발생 고위험군에게 안내우편과 콜레스테롤 및 EKG 무료검진카드를 보낸 결
과 많은 사람들이 조기검진을 통하여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를 보았
으며,병원 또는 이를 통하여 6개월간의 순이익이 2백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도 수면장애자,모자보건대상,당뇨환자 등에 대한 CRM 기법
을 도입한 결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이애자 외,2003)

2)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CRM 기법을 건강증진사업에 적용한 결과사업의 효과성도 있고
비용 효과적인 것이 입증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에 이러
한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되고 있다(송미숙,2002;최순호,
2003).
최길림(2002)은 부산지역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퇴원환자 13,075명의 퇴원요

약데이터와 외래진료정보를 활용하여,입원시 외래진료정보를 이용하여 재원일
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래진단과 퇴원시 주진단
일치율이 높은 10대 질환군 중 재원일수 변이가 낮은 정상분만군(104명),제왕
절개분만군(131명)그리고 허혈성 심질환군(215명)대상군으로 하여,재원일수
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였다. 허혈성 심질환군의 경우는 입원경
로,입원전기간,Echo결과,CAG 여부,입원전기간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고,
제왕절개분만군은 산과 질환,유산횟수,내원횟수,태반이상이,정상분만군은 입
원전기간,입원경로,최초 방문목적,임신횟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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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통한 외래 진료정보와 재원일수와 관련성이 높아
이용한 환자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재원일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신규
입원환자에게 적용하여 사전심사에 활용 및 정보제공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
고에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환자의 병원이용빈도 및 진료수
익성을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유형화하고,각 유형별 환자 집단의 특성을 분석
하여 각 집단 특히 목표환자군(TargetPatient)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였
으며 아울러 병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활용성을 고찰하였다.
조윤정(2001)은 종합진단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경영의 효율성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서울소재 일개 종합병원의 1996년~2000년까지 5년동안의 종합
건진진단센터를 이용한 수진자자료를 이용하여 수진자의 수익기여도에 따라 환
자를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된 환자의 군집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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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지급기준으로 2004년 1월부터 6월(상반기)까지 EDI로 청구된 청구 자료와 이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의 현물 급여 자료를 이용하였다. 급여 자료에는 상병명만
있으며 수술과 관련된 수술관련 자료는 없으므로,급여자료중 EDI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서면청구 자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면청구 자료 활용을 위한 수술 대상자 추출이 주요 목적이므로

요양기관별 종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청구방법이 서면청구 형태가 존재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2004년 상반기동안,병원급 이상에서 EDI로 청구된 총 1,767,235건중에 한

환자에 대하여 동일 진료기간동안 같은 요양급여 기관에서 청구된 자료는 하나
로 분류하였으며,또한 하나의 수술명에 대하여 복수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동
일 수술군으로 분류한 결과,164,554명의 자료가 모형 개발에 이용되었다.
EDI청구 자료의 주요 수술별 분포는 표 1과 같으며,이 연구에서는 기본

수술 통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시행 빈도가 높은 백내장수술과 충수절제술을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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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EDI청구자료중 종합병원의 주요 수술명별 시행 건수
수술명 N(%)

  백내장 1,202 (0.73)

  충수절제술 2,643 (1.61)

  제왕절제술 1,217 (0.74)

  허니아 수술 718 (0.44)

  편도절제술 684 (0.42)

  치핵절제술 367 (0.22)

  갑상선수술 526 (0.32)

  일반 부비동 수술 644 (0.39)

  정맥류 결찰수술 234 (0.14)

  그 외 156,319 (95.00)

계 164,554 (100.00)



- 30 -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이 연구의 기본적 틀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그림
4).
첫째,모형개발을 위한 환자의 기초적 정보,진단 및 의료이용 정보,재원일

수 등과 같은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둘째,데이
터마이닝 프로세스를 통해 수술 시행군을 예측할 수 있는 규칙 도출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수술 시행군의 분류와 예측 과정을 추론 규칙에 의해
표현하고 이를 통해,수술 시행군과 미시행군을 결정짓는 규칙을 생성하고 이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셋째,서면청구 자료중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대
상자를 색출할 수 있는 수술별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고,넷째,개발된 모
형을 평가하고 선택된 모형으로 Score기법을 적용하여 예측된 결과와 실제 청
구명세서와 의무기록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다섯째,
수술통계 산출에 있어 서면청구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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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수술수술수술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 선정선정선정선정 모형을모형을모형을모형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베이스베이스베이스베이스 구축구축구축구축

� 청구자료와 현물급여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이닝을데이터마이닝을데이터마이닝을데이터마이닝을 통한통한통한통한 규칙규칙규칙규칙 도출도출도출도출

� 의료 이용 정보와 진단 정보를 이용하여 수술 시행군을 분류하는 규칙 도출
� 도출된 규칙에 대한 타당성 검증

모형모형모형모형 개발개발개발개발

�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서면 청구중 수술받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모형 개발

모형모형모형모형 평가평가평가평가 및및및및 검증검증검증검증

�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 모형들을 오분류율, ROC 곡선, Lift Chart
를 이용하여 평가

�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예측된 서면 청구 수술 대상자와 실제 자료를 비교하여
모형의 타당성 검증

데이터마이닝을데이터마이닝을데이터마이닝을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수술수술수술수술 DB DB DB DB 구축구축구축구축 방안방안방안방안 제시제시제시제시

�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비전산화된 자료의 효과적인 수술 통계 방법론을 제시

그림 4.모형 개발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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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수술 대상자 모형 개발을 위한 분석 자료는 심사 평가원의 EDI청구 자료
에서 종속변수인 수술 여부 자료와 국민 건강보험의 현물 급여 자료에서 환자
의 기초적인 정보와 진단정보,진료비,재원일수등 의료 이용량 자료를 제공받
아 분석에 이용하였다.

범 주 분석항목 분석내용

종속 변수 수술여부 1 수술시행, 0 수술 미시행

독립 변수 성별

나이

주진단 코드

주진단 유형 1 적응 주질환군,   0 그외 주질환군

부가 진단 코드

부가 진단 유형 1 적응 부가질환군, 0 그외 부가질환군

진료과

총진료비

일당 진료비 총진료비÷재원일수

재원일수

투약일수

CT 총진료비

표 2.분석 변수



- 33 -

나나나...분분분석석석 도도도구구구

Microsoft사의 Access를 이용하여 분석용 자료를 구축하였다.구축자료
의 분석 도구는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의 구성 및 통계 분석 도구로 통
계 패키지인 SAS8.2를 활용하였다.

첫째, 수술시행군과 미시행군의 특성은 기술 통계,T-test,χ2검정을 시행

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적인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종속변수인 수술

시행과 일반적인 특성,진단명,진료 이용 특성등 여러 독립변수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모형 구축에 중요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다다다...데데데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모모모형형형 개개개발발발

모형 개발 도구로는 SAS의 데이터마이닝 툴인 Enterprise Miner4.1을
이용하였고,수술 시행군과 미시행군의 규칙 및 패턴을 찾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모형,DecisionTree모형,NeuralNetwork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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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11...분분분석석석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석자료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남자가 76,762(46.65%)건,여자가
87,792(53.35%)건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9세 이하가 28,880(17.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70대가 25,221(15.33%)건,60대 24,912(15.14%)건,
30대 22,505(13.68%)건 순으로 분포하였다(표3).

표 3.분석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요인 N    백분율(%)

  성별      

    남 76,762    46.65

    여 87,792     53.35

 

  연령그룹

    9세이하    28,880  17.55 

    10~19세       5,924 3.60 

    20~29세  15,035     9.14

    30~39세   22,505    13.68

    40~49세  20,073     12.20 

    50~59세   22,004    13.37 

    60~69세  24,912    15.14 

    70세이상 25,221 15.33

계 164,55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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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분포는 내과가 47,027(2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소아과
27,015(16.42%)건,산부인과 19,667(11.95%)건,정형외과 18,276(11.11%)건,일반
외과 16,595(10.08%)건 순으로 표 4와 같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분석 대상자의 진료과 분포

진료과 N    백분율(%)

 내과       47,027 28.58

 소아과       27,015 16.42

 신경과        4,549 2.76

 정신과 2,202 1.34

 재활의학과 1,047 0.64

 가정의학과 287 0.17

 피부과 518 0.31

 일반외과 16,595 10.08

 정형외과 18,276 11.11

 신경외과 9.945 6.04

 흉부외과 1,517 0.92

 성형외과 1,314 0.80

 산부인과 19,667 11.95

 이비인후과 5,271 3.20

 안과 2,277 1.38

 비뇨기과 5,396 3.28

 응급의학과 1.023 0.62

 치과 229 0.14

 마취과 35 0.02

 치료방사선과 55 0.03

 핵의학과 299 0.18

 기타 10 0.01

계 164,55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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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된 분석 대상자의 주진단명을 KCD-4의 21대 분류에 따라 분류하
여 본 결과,호흡기계 질환이 25,325(15.3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신
생물 23,241(14.12%)건,순환기계의 질환 16,761(10.19%)건,소화기계 질환이
15,780(9.59%)건 순으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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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KCD(Koreanclassificationofdisease,한국표준질병분류) 

표 5.분석 대상자의 주진단명의 21대 분류 분포

KCD-4 분류5) N    백분율(%)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10,006     6.08

 II. 신생물(C00~D48)  23.241    14.12

 III. 혈액 및 조혈 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장애(D50~D89)
  440     0.27

 IV. 내분비, 영향 및 대사 질환(E00~E90) 4,748 2.89

 V.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 2,535 1.54

 VI. 신경계의 질환(G00~G99) 2,966 1.80

 VII.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H00~H59) 2,162 1.31

 VIII.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H60~H99) 1,817 1.10

 IX. 순환기계의 질환(I00~I99) 16,761 10.19

 X. 호흡기계의 질환(J00~J99) 25,325 15.39

 XI. 소화기계의 질환(K00~K99) 15,780 9.59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L00~L99) 1,464 0.89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9,749 5.92

 XIV. 비뇨생식기계의 질환(N00~N99) 11,527 7.00

 XV. 임신, 출산 및 산욕(O00~O99) 13,988 8.50

 X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9) 3,549 2.16

 XVII.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668 0.41

 X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R00~R99)
2,325 1.41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9)
14,950 9.09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V99,

     W00~W99, X00~X85, Y00~Y98)
- -

XXI.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주는 요인(Z00~Z99)  
553 0.34

계 164,55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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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 대상자의 진료내역은 평균적으로 총진료비는 113만원이고,총내원일수
는9.15일이며,총투약일수는15.32일인것으로 표 6과같다.

표 6.분석 대상자의 진료 이용 특성
(단위:총진료비(원),일당진료비(원),총내원일수(일),총투약일수(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사분위수

최대값
25% 50% 75%

총진료비 1,139,957 1,547,096  0 385,400 637,735 1,234,200 46,873,580

일당진료비 14,073 12,4794   0 75,650 111,518 162,356 4480,770

총내원일수 9.15 10.17 0 3 6 10 182

총투약일수 15.32 12.91 0 7 11 19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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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데데데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수수수술술술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모모모형형형

가가가...백백백내내내장장장수수수술술술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모모모형형형

111)))백백백내내내장장장수수수술술술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백내장수술 대상자의 성별 구성비는 50대 이상 연령군에서 537(91.76%)건으
로 50대 미만 99(8.42%)건에 비하여 높았으며,진료과는 안과 1,146(95.34%)건,
내과 44(3.66%)건 순이었으며,50대 이상 연령군과 안과 진료군에서 백내장수술
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7.백내장수술 유무별 인구학적 특성 비교
특성요인

수술시행    수술미시행
p값

N (%) N (%)

 성별      

   남 562    (0.73) 76,200 (99.27) 0.941

   여 640      (0.73) 87,152 (99.27)

 연령그룹

   50세 미만 99  (8.24) 92,318 (56.59) 0.001

   50세 이상     1,103    (91.76) 71,034 (43.41)

진료과

   내과 44 (3.66) 46,983 (28.76) 0.001

   안과 1,146 (95.34) 1,131 (0.69)

   기타 12 (1.00) 115,238 (73.35)

계 1,202 (0.73) 163,352 (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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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대상자의 진료내역은 평균적으로 총진료비는 115만원이고,총
내원일수는 4.09일 그리고 총투약일수는 10.08일인 것으로 표 8과 같다.

표 8.백내장수술 대상자의 진료 이용 특성
(단위:총진료비(원),일당진료비(원),총내원일수(일),총투약일수(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사분위수

최대값
25% 50% 75%

총진료비 1,150,229 659,689  146,930 854,920 894,460 1,522,680
14,133,51

0

일당진료비 351,790 160,311  61,756 281,273 302,838 406,275 904,265

총내원일수 4.09 4.05 1 3 3 4 43

총투약일수 10.06 6.20 1 8 9 1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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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테테테이이이터터터마마마이이이닝닝닝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백백백내내내장장장수수수술술술 선선선정정정 모모모형형형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이 연구는
LogisticRegression,DecisionTree,NeuralNetwork을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
하였다.

가) 모형 평가

최적의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모형을 비교 �평가하고,이를 통해 하나의
모형이 선택되면 선택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모형 평가(ModelAssessment)란 예측(Prediction)을 위해 구축된 모형이
임의의 모형(Random Model)보다 과연 우수한지,고려된 서로 다른 모형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BerryandLinoff,1997;강현철 등,2001).
여기에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들이 있으며,이 연구에서는 오분류표와

ROC곡선,LiftChart를 이용하여 개발된 모형을 평가하였다.

(1) 오분류표에 의한 평가

오분류표는 목표변수의 실제범주와 모형에 의해 예측된 분류범주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를 통해 오분류율,정분류율,민감도,특이도를 얻어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표 9는 모형 비교를 위하여 분류기준값 50에 대한 모
형 구축시 사용된 평가용 데이터의 오분류표이다. 정분류율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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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Regression모형이 정분류율 99.83%로 DecisionTree모형 99.82%, 

NeuralNetwork모형 99.80%에 비해 다소 우수함을 알 수 있다.또한 민감도
와 특이도의 수치에서도 LogisticRegression모형이 민감도 92.10%로 다른 두
모형의 91.60%,91.76%에 비해서 높은 민감도 값을 가져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9. 백내장수술에 대한 모형별 오분류표

- LogisticRegression모형의 오분류표

예측
전체

수술미시행 수술시행

실제
   수술미시행 81,590 (99.16) 92 (0.11) 81,682 (99.28)

수술시행 47 (0.06) 548 (0.66) 595 (0.72)

전체 81,637 (99.22) 640 (0.78) 82,277 (100.00)

-DecisionTree모형의  오분류표

예측
전체

수술미시행 수술시행

실제
   수술미시행 81,583 (99.16) 99 (0.12) 81,682 (99.28)

수술시행 50 (0.06) 545 (0.66) 595 (0.72)

전체 81,633 (99.22) 644 (0.78) 82,277 (100.00)

- NeuralNetwork모형의  오분류표

예측
전체

수술미시행 수술시행

실제
   수술미시행 81,570 (99.14) 112 (0.14) 81,682 (99.28)

수술시행 47 (0.06) 546 (0.66) 595 (0.72)

전체 81,619 (99.20) 658 (0.78) 82,27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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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분류기준값을 10점단위로 설정하였을 때,각각에 대한 결과로써 오
분류표에 의한 최적의 분류기준값을 결정하고 이때의 민감도,특이도,정분류
율,오분류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분류기준값이 낮을수록 민감도는
모든 모형에서 높아지는 반면,특이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기준
값을 10으로 하였을 때가 LogisticRegression모형의 결과,민감도는 96.64%로
가장 높았으며, Decision Tree 모형과 NeuralNetwork 모형은 95.80%,
91.76%이었다. 세 모형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민감도가 96.64%인 Logistic
Regression모형이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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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백내장수술에 대한 평가용 자료에서의 모형별 오분류표
모델모델모델모델 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특이도특이도특이도특이도 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 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

Logistic

Regression 

0 100.00 0.00 0.72 99.28

10 96.64 99.81 99.78 0.22

20 96.47 99.81 99.78 0.22

30 95.63 99.82 99.79 0.21

40 93.78 99.85 99.81 0.19

50 92.10 99.88 99.82 0.18

60 90.42 99.89 99.82 0.18

70 90.25 99.89 99.82 0.18

80 89.58 99.90 99.82 0.18

90 12.61 99.99 99.35 0.65

100 0.00 100.00 99.28 0.72

Decision 

Tree

0 100.00 0.00 0.72 99.28

10 95.80 99.82 99.79 0.22

20 94.79 99.84 99.80 0.22

30 93.28 99.85 99.81 0.21

40 92.94 99.86 99.81 0.19

50 91.60 99.89 99.82 0.17

60 90.42 99.90 99.83 0.17

70 90.25 99.90 99.83 0.17

80 88.07 99.91 99.82 0.18

90 27.56 99.97 99.44 0.56

100 0.00 100.00 99.28 0.72

Neural 

Network

0 100.00 0.00 0.72 99.28

10 91.76 99.86 99.80 0.20

20 91.76 99.86 99.80 0.20

30 91.76 99.86 99.80 0.20

40 91.76 99.86 99.80 0.20

50 91.76 99.86 99.80 0.20

60 91.76 99.86 99.80 0.20

70 91.76 99.86 99.80 0.20

80 91.76 99.86 99.80 0.20

90 0.00 100.00 99.28 0.72

100 0.00 100.00 99.28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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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일반화를 위하여 Train데이터와 Validation데이터는 각 50%의 비
율로 분류하였으며, 우수한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한 분류기준값에 따른 오분
류표는 표 11과 같다.

그림 5,6은 우수한 모형인 LogisticRegression모형을 예로 분류기준값에
따른 민감도,특이도,정확도를 도시화하였으며 분류기준값 5~10에서 민감도,
특이도,정확도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백내장수술에 대한 LogisticRegression모형의 오분류표
모델모델모델모델 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특이도특이도특이도특이도 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 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

Train 

 

0 100.00 0.00 0.72 99.28

5 96.65 99.80 99.78 0.22

10 96.64 99.81 99.78 0.22

15 96.46 99.82 99.79 0.21

20 96.45 99.82 99.79 0.21

25 95.63 99.83 99.81 0.19

30 95.63 99.83 99.81 0.19

Validation

0 100.00 0.00 0.72 99.28

5 95.80 99.82 99.79 0.21

10 95.13 99.81 99.82 0.18

15 94.79 99.83 99.79 0.21

20 94.45 99.83 99.79 0.21

25 93.95 99.84 99.80 0.20

30 93.45 99.86 99.81 0.19

평균

0 100.00 0.00 0.72 99.28

5 96.23 99.81 99.79 0.21

10 95.89 99.81 99.80 0.20

15 95.63 99.83 99.79 0.21

20 95.61 99.83 99.79 0.21

25 95.45 99.83 99.79 0.21

30 94.79 99.84 99.81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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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분류기준값에 따른 LogisticRegression모형의 민감도 및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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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분류기준값에 따른 LogisticRegression모형의 정분류율 및 오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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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C곡선에 의한 평가

ROC 곡선의 결과,그림 7에서 각 경우를 비교해 보면 0.1의 1-특이도에서
Logistic Regression 모형은 0.962, Decision Tree 모형은 0.931, Neural
Network모형은 0.895의 민감도로 LogisticRegression의 민감도가 가장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1-특이도‘의 상황에서 오분류율이
LogisticRegression모형이 가장 낮음을 뜻해,세모형중 가장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모형모형모형모형

Decision Tree Decision Tree Decision Tree Decision Tree 모형모형모형모형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모형모형모형모형

      

그림 7.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ROC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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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ftChart에 의한 평가

%Response 결과는 그림 8과 같고, 추정된 모형의 상위 10%에서의
%Response를 BaseLine(0.723%:임의의 모형)과 비교해 보면 추정된 Logistic
Regression모형,DecisionTree모형,NeuralNetwork모형이 각각 7.207%,
6.976%,6.735% 정도의 예측력을 보여준다.

Base lineBase lineBase lineBase line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모형모형모형모형

Decision Tree Decision Tree Decision Tree Decision Tree 모형모형모형모형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모형모형모형모형

그림 8.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Lift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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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일반화를 보이기 위해 Train데이터와 Validation데이터를 각 50%
비율로 나누었으며,표 12는 각 테이터에 기법을 적용한 후 Score별 적중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의 리프트 통계량을 살펴보면,LogisticRegression모형
은 상위 10%의 대상자에 대해 모형 적용후 수술 시행군 범주가
9.97(7.207/0.723)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Decision Tree 모형은
9.65(6.976/0.723)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Neural Network 모형은
9.32(6.735/0.723)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익도표에 의해서
는 LogisticRegression모형이 신경망과 의사결정 나무에 비해 다소 우수하다
고 볼 수 있다.

표 12.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이익도표  

표본

상

위 

%

건수
Base

Res(%)

Response rate (%) Lift

Logistic Decision Neural Logistic Decision Neural

Train

10 8,228 0.723 7.207 6.976 6.735 9.968 9.649 9.315

20 16,455 0.723 3.605 3.567 3.395 4.986 4.934 4.696

30 24.683 0.723 2.405 2.382 2.282 3.326 3.295 3.156

Validation
10 8,228 0.723 7.195 6.691 7.219 9.952 9.254 9.975

20 16,455 0.723 3.610 3.376 3.616 4.993 4.669 5.001

30 24.683 0.723 2.407 2.271 2.411 3.329 3.141 3.335

평균

10 16,455 0.723 7.201 6.834 6.977 9.960 9.452 9.645

20 32,911 0.723 3.608 3.472 3.506 7.483 4.802 4.849

30 49,366 0.723 2.406 2.327 2.347 3.328 3.218 3.246

주 :1)Res(%)=(해당 Group에서 Target변수의 특정범주 빈도/해당 Group에서 전체 빈도)
☓100

2)BaseRes(%)는 전체 Target변수의 특정범주의 구성비
3)Lift=(해당 Group에서 Target변수의 특정범주빈도/전체 Target변수의 특정범주

빈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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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선 평가에서 모형의 우수성,안정성,결과 해석의 용이
성 등의 이유로,LogisticRegression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모형으로선택하였다.

나) 백내장수술 시행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을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연령군별로는 50대 이상이 50대 미만에 비하여 1.84배 정도 높았다.
진료과는 안과가 기타 진료과보다 123.16배 높고,주진단과 부가진단은 백내장
질환군이 그 외 질환군에 비하여 백내장수술 가능성이 각각 327.98배,55.36배
순이었다.이외 총내원일수는 많을수록 낮았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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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백내장수술 시행 예측에 미치는 요인

특성요인 추정회귀계수 상대위험도

절편        -3.031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0.228 ***       0.634

   여     1.000

 연령그룹
   50세 미만     1.000

   50세 이상          0.031 **       1.835

진료 이용량

   총내원일수        -0.010       0.989

   총투약일수          0.036 ***      1.038

   일당진료비    1.74E-6 ***      1.000

   CT 진료비     5.158E-7     1.000

진단정보

 진료과

  안과          2.646 ***    123.162

  내과        -0.478 **     5.412

  기타 진료과     1.000

 주진단
  백내장 질환군          2.896 ***    327.980

  그외 질환군     1.000

 부가진단
  백내장 질환군          2.006 ***      55.359

  그외 질환군     1.000

주 :1)백내장 질환군 :KCD 분류하의 백내장,기타 질환에서의 백내장
2)*: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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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면청구 자료의 백내장수술 대상자 예측

모형에 대한 평가에서 적절한 예측 모형을 결정한 후 선정된 모형을 이용하
여 새로운 개체에 대한 점수(Score)를 구하는 방법(강현철 등,2001)으로 이 연
구에서 개발한 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서면청구 자료에 적용시켜 수술
을 시행받은 확률을 데이터마이닝 Score기능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스코어
프로세스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Score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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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충충충수수수절절절제제제술술술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모모모형형형

1)충수절제술 대상자의 특성

충수절제술 대상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 1,347(1.75%)건,여자 1,296(1.48%)
건을 차지하였고,연령별 분포는 10대 606(10.23%)건,20대 577(3.84%)건,그리
고 30대 534(2.37%)건 순으로, 진료과는 일반외과 2,509(15.12%)건, 내과
72(0.15%)건 순으로 분포하였으며,연령이 낮은 집단과 일반외과 진료군에서 충
수절제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14.충수절제술 유무별 인구학적 특성 비교

특성요인
수술시행군    수술미시행군 계

p값
N (%) N (%) N (%)

 성별      

   남 1,347    (1.75) 75,415 (98.25) 76,762 (100.00) <0.001

   여 
1,296    

 
(1.48) 86,496 (98.52) 87,792 (100.00)

  연령그룹

   19세이하   759     (2.63) 34,045 (97.82) 34,804 (100.00) <0.001

   20~29세  577     (3.84) 14,458 (96.16) 15,035 (100.00)

   30~39세    534    (2.37) 21,971 (97.63) 22,505 (100.00)

   40~49세  336     (1.67) 19,737 (98.33) 20,073 (100.00)

   50~59세   203    (0.92) 21,801 (99.08) 22,004 (100.00)

   60세이상  234   (0.47) 9,899 (99.53) 50,133 (100.00)

진료과

  내과 72 (0.15) 46,955 (99.85) 47,027 (100.00) <0.001

  일반외과 2,509 (15.12) 14,086 (84.88) 16,595 (100.00)

  산부인과 35 (0.18) 19,632 (99.82) 19,667 (100.00)

  기타 27 (0.03) 81,238 (99.97) 81,265 (100.00)

계 2,643 (1.61) 161,911 (98.39) 164,55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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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 대상자의 진료내역은 평균적으로 총진료비는 109만원이고,총내
원일수는 6.77일 그리고 총투약일수는 10.88일인 것으로 표 15와 같다.

2)테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선정 모형

충수절제술을 시행받은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이 연구에서는
LogisticRegression,DecisionTree,NeuralNetwork을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
하였다.

가)모형 평가

최적의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모형을 비교 �평가해야 하고,이를 통해
하나의 모형이 선택되면 선택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사실을

표 15.충수절제술 수술 대상자의 진료 이용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사분위수

최대값
25% 50% 75%

총진료비 1,087,52 562,728 490,830 831860 965,630 1170,650
15,047,57

0

일당진료비 167,559 37,469   46,813 144,394 163,964 185,691 656,853

총내원일수 6.77 3.58 1 5 6 8 55

총투약일수 10.88 4.52 1 8 10 1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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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한다. 모형 평가(ModelAssessment)란 예측(Prediction)을 위해 구축
된 모형이 임의의 모형(Random Model)보다 과연 우수한지,고려된 서로 다른
모형들중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BerryandLinoff,1997;강현철 등,2001).
여기에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들이 있으며,이 연구에서는 오분류표와

ROC곡선,LiftChart를 이용하여 개발된 모형을 평가하였다.

(1)오분류표에 의한 평가

오분류표는 목표변수의 실제범주와 모형에 의해 예측된 분류범주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를 통해 오분류율,정분류율,민감도,특이도를 얻어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표 16은 모형 구축시 사용된 분석용 데이터에 대해 분
류기준값 50에 대한 오분류표이다. 정분류율을 살펴보면 LogisticRegression
모형이 정분류율 99.71%로 DecisionTree모형 99.29%, NeuralNetwork모형
99.60%에 비해 다소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감도와 특이도의 수치에서
도 LogisticRegression 모형이 민감도 94.66%로 다른 두 모형의 83.04%,

85.90%에 비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높은 값을 가져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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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은 분류기준값을 10점단위로 설정하였을 때,각각에 대한 결과로써 오
분류표에 의한 최적의 분류기준값을 결정하고 이때의 민감도,특이도,정분류
율,오분류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분류기준값이 낮을수록 민감도는
모든 모형에서 높아지는 반면,특이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기준
값을 10으로 하였을 때가 LogisticRegression모형의 결과,민감도는 97.99%로
가장 높았으며 DecisionTree모형은 89.40%,NeuralNetwork모형은 94.73%

표 16. 충수절제술에 대한 모형별 오분류표

- LogisticRegression모형의 오분류표

예측
전체

수술미시행 수술시행

실제
   수술미시행 80,822 (98.23) 164 (0.20) 80,986 (98.43)

수술시행 69 ( 0.08) 1,222 (1.49) 1,291 ( 1.57)

전체 80,891 (98.32) 1,386 (1.68) 82,277 (100.00)

-DecisionTree모형의  오분류표

예측
전체

수술미시행 수술시행

실제
   수술미시행 80,617 (97.98) 369 (0.45) 80,986 (98.43)

수술시행 219 ( 0.27) 1,072 (1.30) 1,291 ( 1.57)

전체 80,836 (98.25) 1,441 (1.75) 82,277 (100.00)

- NeuralNetwork모형의  오분류표

예측
전체

수술미시행 수술시행

실제
   수술미시행 80,835 (98.24) 151 (0.18) 80,986 (98.43)

수술시행 182 ( 0.22) 1,109 (1.35) 1,291 ( 1.57)

전체 81,017 (98.47) 1,260 (1.53) 82,27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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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세 모형의 결과,LogisticRegression모형이 안정성과 예측력이 가장 우
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7.충수절제술에 대한 모형별 평가용 자료에서의 오분류표
모델모델모델모델 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특이도특이도특이도특이도 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 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

Logistic

Regression 

0 100.00 0.00  0.57 98.43

10 97.99 99.67 99.64 0.36

20 97.68 99.69 99.66 0.34

30 96.51 99.77 99.72 0.28

40 96.20 99.78 99.72 0.28

50 94.66 99.80 99.71 0.29

60 94.42 99.80 99.71 0.29

70 93.49 99.81 99.71 0.29

80 91.25 99.84 99.71 0.29

90 66.31 99.89 99.37 0.63

100 0.00 100.00 98.43 1.57

Decision 

Tree

0 100.00 0.00  1.18 98.82

10 89.40 99.32 99.16 0.84

20 89.40 99.32 99.16 0.84

30 83.04 99.54 99.29 0.71

40 83.04 99.54 99.29 0.71

50 83.04 99.54 99.29 0.71

60 83.04 99.54 99.29 0.71

70 0.00 100.00 98.43 1.57

80 0.00 100.00 98.43 1.57

90 0.00 100.00 98.43 1.57

100 0.00 100.00 98.43 1.57

Neural 

Network

0 100.00 0.00  1.57 98.43

10 94.73 99.81 99.73 0.27

20 94.50 99.81 99.73 0.27

30 93.49 99.81 99.71 0.29

40 92.95 99.81 99.71 0.29

50 85.90 99.81 99.60 0.40

60 85.90 99.81 99.60 0.40

70 85.75 99.81 99.59 0.41

80 85.75 99.81 99.59 0.41

90 45.53 99.93 99.04 0.96

100 0.00 100.00 98.4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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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일반화를 위하여 Train데이터와 Validation데이터는 각 50%의 비
율로 분류하였으며, 우수한 Logistic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분류기준값에
따른 오분류표는 표 18과 같다.

그림 10,11은 우수한 모형인 LogisticRegression모형을 예로 분류기준값에
따른 민감도,특이도,정확도를 도시화하였으며 분류기준값 5~10에서 민감도,
특이도,정확도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충수절제술에 대한 LogisticRegression모형의 오분류표
모델모델모델모델 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분류기준값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특이도특이도특이도특이도 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정분류율 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오분류율

Train 

 

0 100.00 0.00 1.57 98.43

5 98.45 99.60 99.58 0.42

10 97.99 99.67 99.64 0.36

15 97.75 99.68 99.65 0.35

20 97.68 99.69 99.66 0.34

25 97.52 99.69 99.66 0.34

30 96.51 99.77 99.72 0.28

Validation

0 100.00 0.00 0.72 99.28

5 95.58 99.61 99.54 0.46

10 95.58 99.81 99.59 0.41

15 95.12 99.83 99.63 0.37

20 95.12 99.83 99.63 0.37

25 95.12 99.84 99.65 0.35

30 95.12 99.86 99.65 0.35

평균

0 100.00 0.00 0.72 99.28

5 97.02 99.60 99.56 0.44

10 96.79 99.66 99.62 0.38

15 96.44 99.69 99.64 0.36

20 96.40 99.70 99.65 0.35

25 96.32 99.71 99.65 0.35

30 95.82 99.75 99.69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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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분류기준값에 따른 LogisticRegression모형의 정분류율 및 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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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분류기준값에 따른 LogisticRegression모형의 민감도 및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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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C곡선에 의한 평가

ROC 곡선의 결과,그림 12에서 각 경우를 비교해 보면 0.1의 1-특이도에서
Logistic Regression 모형은 0.986,NeuralNetwork 모형은 0.931,Neural
Network모형은 0.931의 민감도로 LogisticRegression모형의 민감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1-특이도‘의 상황에서 오분류율이
LogisticRegression의 모형이 가장 낮음을 뜻해,세모형중 가장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Logis tic Regress ion Logis tic Regress ion Logis tic Regress ion Logis tic Regress ion 모 형모 형모 형모 형

Decision Tree Decis ion Tree Decis ion Tree Decis ion Tree 모 형모 형모 형모 형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모 형모 형모 형모 형

  

그림 12.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ROC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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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ftChart에 의한 평가

%Response 결과는 그림 13과 같고,추정된 모형의 상위 10%에서의
%Response를 BaseLine(0.723%:임의의 모형)과 비교해 보면 추정된 Logistic
Regression 모형,Decision Tree모형,NeuralNetwork 모형이 각각 7.21%,
6.98%,6.74% 정도의 예측력을 보였다.

모형의 일반화를 보이기 위해 Train데이터와 Validation데이터를 각 50%

Base LineBase LineBase LineBase Line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모형모형모형모형

Decision Tree Decision Tree Decision Tree Decision Tree 모형모형모형모형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모형모형모형모형

그림 13.충수절제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Lift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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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나누었으며,표 19는 각 테이터에 기법을 적용한 후 Score별 적중률
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의 리프트 통계량을 살펴보면,LogisticRegression모
형은 상위 10%의 대상자에 대해 모형 적용후 수술 시행군 범주가
9.89(15.511/1.569)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Decision Tree 모형은
7.15(11.218/1.569)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Neural Network 모형은
9.73(15.266/1.569)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익도표에 의해
서는 LogisticRegression모형이 신경망과 의사결정 나무에 비해 다소 우수하
다고 볼 수 있다.

표 19. 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이익도표 

표본

상

위 

%

건수
Base

Res(%)

Response rate (%) Lift

Logistic Decision Neural Logistic Decision Neural

Train

10 8,228 1.569 15.511 11.218 15.266 9.886 7.150 9.729

20 16,455 1.569 7.766 5.643 7.687 4.950 3.567 4.900

30 24.683 1.569 5.210 3.785 5.174 3.320 2.412 3.297

Validation
10 8,228 1.569 15.986 12.085 15.686 10.189 7.702 9.997

20 16,455 1.569 8.000 6.594 7.896 5.0988 4.203 5.033

30 24.683 1.569 5.333 4.096 5.201 3.339 2.611 3.314

평균

10 16,455 1.569 15.749 11.652 15.476 10.038 7.426 9.864

20 32,911 1.569 7.883 6.119 7.792 5.024 3.900 4.966

30 49,366 1.569 5.272 3.941 5.188 3.336 2.512 3.307

주 :1)RootASE:RootAsymptoticStandardError
2)Res(%)=(해당 Group에서 Target변수의 특정범주 빈도/해당 Group에서 전체

빈도)☓100
3)BaseRes(%)는 전체 Target변수의 특정범주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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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우수성,안정성,결과 해석의 용이성 등의 이
유로,LogisticRegression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
형으로 선택하였다.

 나) 충수절제술 시행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충수절제술을 시행받을 가능성
이 높았으며,연령군별로는 30대,40대,20대 그룹이 60대 이상그룹에 각각 1.61

배,1.61배,1.41배순이었다. 진료과는 일반외과가 기타 진료과보다 9.90배 높고,
주진단과 부가진단은 충수 질환군이 그 외 질환군에 비하여 충수절제술 가능성
이 각각 999.00배,704.81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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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충수절제술 시행 예측에 미치는 요인
특성요인 추정회귀계수    상대위험도

절편     -1.223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0.020      0.96

   여    1.00

  연령그룹

   19세이하       0.127*    1.33

   20~29세       0.190**    1.41

   30~39세       0.320***    1.61

   40~49세     -0.089    1.61

   50~59세     -0.392*      0.79

   60세이상    1.00

진료 이용량

   재원일수     0.0191 **         1.02

   총투약일수     0.030***      1.03

   일당진료비     1.432E-6***      1.00

   CT 총진료비     1.6E-7      1.00

진단정보

  진료과
  일반외과     -1.146***      9.90

  그외 진료과      1.00

  주진단
  충수관련 질환군       4.237***  999.00

  기타 질환군      1.00

 부가진단
  충수관련 질환군     3.279***  704.81

  기타 질환군      1.00

주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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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면 청구 자료의 충수절제술 대상자 예측

  모형에 대한 평가에서 적절한 예측 모형을 결정한 후 선정된 모형을 이용하
여 새로운 개체에 대한 점수(Score)를 구하는 방법(강현철 등,2001)으로 이 연
구에서 개발한 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서면청구 자료에 적용시켜 수술
을 시행받은 확률을 데이터마이닝 Score기능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스코어
프로세스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Score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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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술술술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모모모형형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수수수술술술시시시행행행군군군의의의 예예예측측측 결결결
과과과 검검검증증증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가가가가.  .  .  .  백내장수술 백내장수술 백내장수술 백내장수술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선정 선정 모형에 모형에 모형에 모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예측군의 예측군의 예측군의 예측군의 검증 검증 검증 검증 및 및 및 및 요인 요인 요인 요인 분석분석분석분석

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중 모형평가에서 LogisticRegression모형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분류기준값 10기준하에 민
감도 96.65%,특이도 99.80%,정분류율 99.78%를 보였다. 최적의 모형으로 선
정된 LogisticRegression모형으로 서면청구 자료 총 120,725건을 수술 가능성
확률에 의해 수술시행군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분류기준값 10기준하에 대상
자는 315건이 분류되었다.
수술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의무기록을 실제 확인하였으

며,수술시행군으로 예측된 315건중 298(94.60%)건이 실제 수술을 시행받은 것
으로 예측 결과와 일치하였고,17(5.40%)건는 수술을 시행받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모형 적용 결과,분류된 수술시행 예측군의 94.60%가 실제 수술군
으로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개발된 모형이 수술 시행군을 분류하는
것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술시행군으로 예측된 대상자중 수술을 시행받지 않은 17(5.40%)건의 요인

을 분석한 결과,수가코드기준으로는 안과적 검사를 시행받은 경우 3(0.95%)건,
수술 미시행 14(0.32%)건으로 조사되었으며,이를 주진단코드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백내장 질환군 및 기타 안과적 질환군 10(3.17%)건, 그 외 기타
질환군 7(2.22%)건으로 분포하였다. 서면청구 자료에서 모형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 미시행 17(5.40%)건은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 서면청구 자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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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군을 효율적으로 발췌하는 것이므로 수술통계를 위하여 수술여부 확인 과
정에서 정제되어 활용되므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결과,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 적용 결과 수술예측군으로

분류된 94.60%가 실제 수술군으로 확인됨으로써 개발된 모형은 수술 시행군을
분류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나나나.  .  .  .  충수절제술 충수절제술 충수절제술 충수절제술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선정 선정 모형에 모형에 모형에 모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예측군의 예측군의 예측군의 예측군의 검증 검증 검증 검증 및 및 및 및 요인 요인 요인 요인 분석분석분석분석

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중 모형 평가를 통해서 LogisticRegression모
형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분류기준값 10을 기준
으로 민감도 97.99%,특이도 99.67%를 보였다.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된
LogisticRegression모형으로 서면청구 자료 총 120,725건에서 수술 가능성 확
률에 의해 수술시행군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분류기준값 10기준하에 대상자
는 3,066건이었다. 수술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2,919(95..21%)건은 예측결과와 일치하였고,147(4.79%)건은 수술을
시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수절제술 시행군으로 예측된 대상자중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 147(4.79%)

건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주진단코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충수염 및 충
수 관련 질환군 79(2.58%)건,장관 질환 27(0.88%)건,그 외 소화기계통 질환군
11(0.36%)건,처치의 합병증 9(0.29%)건,그 외 기타 질환군 22(0.72%)건으로 분
포하였으며,충수절제술의 적응증이 되는 충수관련 질환군과 그 외 장관 질환
군등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장관 질환이 모형 적용시 충수절제술 시행 예측군으
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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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결과,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 적용 결과 95.21%가 실제
수술군으로 예측결과와 일치하여 모형 적용시 수술군을 분류하는 데 우수한 예
측력을 보이는 모형임을 알 수 있으며 수술 시행군을 분류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444...수수수술술술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모모모형형형의의의 효효효율율율성성성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이용하여 서면청구 자료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대
상자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수술여부를 확인하는 모형의 활용성에 대하여 예측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군을 모형 적중률

(7.195%)을 고려하여 전체 자료 검토시에 기대할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를 살
펴보면,수술통계를 위하여 전체 자료 82,227건를 조사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할
경우 241.8일이 소요되나,상위 10% 속하는 592건에 대한 자료만을 확인할 경
우 소요기간은 1.7일로 99.29%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표 21).

표 21.백내장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적용에 따른 효과
모형 대상자 전수조사

확인대상 592건 82,227

확인기간 1.7일 241.8일

주 : 1) 전체 자료 82,227건중 수술 대상자는 823(0.723%, Base Res%)건이고 

      상위 10% 8,228건에 해당되는 모델 적중률은 7.195%(표16 참조)

     2) 서면 명세서 1건당 수술 여부 확인에 필요한 인력 : 1인 1일 확인 건수

        340건

     3) 592건=상위 10% 사전 확인 대상자 × 적중률=8,223×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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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하여 수술통계를 위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전체 서면
청구 자료 120,725건중 백내장수술 선정 모형을 적용하여 발췌된 대상자는 315
명이었으며,120,725건을 전수 조사하여 백내장수술여부를 확인할 경우,1일 1
인 340건을 확인 가능하다는 기준하에 355일이 소요되나 수술을 시행받은 확률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315명으로,확인 대상자를 최소화할 경우 0.93
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전수 검토 대비 99.73% 정도 작업량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충수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군의 모형 적중률 1.569%

를 고려하여 전체 자료 검토시에 기대할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수술통계를 위하여 전체 자료 82,227건를 조사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할 경우
241.8일이 소요되나,상위 10% 속하는 1,315건에 대한 자료만을 확인할 경우
소요기간은 3.9일로 98.9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표 22).

이를 토대로 하여 수술통계를 위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전체 서면
청구 자료 총 120,725건중 충수절제술 선정 모형을 적용하여 발췌된 대상자는
3,166명이었으며,120,725건을 전수 조사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할 경우,1일 1인

표 22.충수절제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적용에 따른 효과
모형 대상자 전수조사

확인대상 1,315건 82,227

확인기간 3.9일 241.8일

주 :1)전체 자료 82,227건중 수술 대상자는 823(1.569%,BaseRes%)건이고
상위 10% 8,228건에 해당되는 모델 적중률은 15.986%(표26참조)

2)서면 명세서 1건당 수술 여부 확인에 필요한 인력 :1인 1일 확인 건수
340건

3)1,315건=상위 10% 사전 확인 대상자 ×적중률=8,223×1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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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0건을 확인 가능하다는 기준하에 355일이 소요되나 수술을 시행받은 확률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3,166명으로,확인 대상자를 최소화할 경우
3.9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전수 검토 대비 98.90% 정도 작업량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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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찰 고찰 고찰 고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정
책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이러한 국가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이다. 이러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관심있는 지

식 또는 규칙이나 패턴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존의 통계적 방법의
응용분야로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이터마이닝은 효율적인 데이터마이닝
도구들의 출현과 기업 및 인식의 변화로 적용과 성공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
다. 이에 이 연구는 수술통계 산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의하여 축
적 관리된 건강보험 자료와 건강보험 자료중 서면청구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분류함으로써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서면청구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수술명별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은 기본 통계이면서 일반적이고 시행빈도가 높은 백내장수술과

충수절제술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지급기준으로
2004년 1월에서 6월의 기간동안 청구된 건강보험 자료 164,554명의 자료를 이
용하여 LogisticRegression모형,DecisionTree모형,NeuralNetwork모형을
개발하였고 모형 평가를 통해 그중 최적의 모형으로 LogisticRegression모형
을 선정하였다.선정된 모형으로 서면 청구 자료 120,725건에 적용하여 백내장
수술 대상자 315건,충수절제술 3,066건 수술 시행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
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제 청구 명세서와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였으며,결과 백내장수술의 경우 시행군으로 예측한 315건중 298(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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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충수절제술의 경우 3,066건중 2,919(95..21%)이 실제 수술군으로 모형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치하지 않은 예측군의 요인을 분
석한 결과,백내장수술 17(5.40%)건에서는 수술명 및 처치명으로는 백내장수술
외 다른 안과적 수술 및 처치를 시행받은 경우가 3(0.95%)건이었으며,이를 질
환군별로 볼 때에는 백내장 질환군 및 기타 안과적 질환군 10(3.17%)건이 다수
를 차지하였다. 충수절제술의 경우,일치하지 않는 수술 미시행 147(4.79%)건
은 질환군 기준하에 충수염 및 충수 관련 질환군 79(2.58%)건,장관 질환
27(0.88%)건,그 외 소화기계통 질환군 11(0.36%)건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이와 같은 불일치군의 유형에서 보듯이,모형결과와 실제 일치하지 않으
나 각기 수술군과 임상학적으로 유사한 대상군이 포함됨으로써 이를 고려한다
면 개발된 모형은 수술시행군의 예측에 있어 우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모형 적용시 기존의 서면 청구자료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수술시행군과 미
시행군을 분류하던 수작업 대비 백내장수술 모형은 99.73%,충수절제술 모형은
98.90%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이전에도 통계정보의 생산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

다. 조한익(1997),부유경(2001)등의 논문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의
료기관의 퇴원요약정보를 이용한 국가단위 보건의료통계의 생산 노력이 여러
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하여는
필요성에 대한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도
세록(2001)은 보건통계 생산체계 개발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보건통계 정보시스
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시하였으나,이 또한 통계의 활용에 관해서는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건의료통계 생산 방안으로 도세록(2003)은 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전산화된 의무기록 자료를 전산매체로 직접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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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전산화 수준이나 통계 생산에 필요한 통일된 의무기록
항목 및 코드 체계 없는 실정에서 대표성있는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수술통계 생산 방안의 선행 연구는 건강보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주요 수술환자 DB구축 보고서에서 방대한 양의 건강
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수술 38개군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
것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수술통계 산출을 위하여 관련 상병명을 가진 대상
자의 진료비 서면청구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수술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
로 통계를 작성하였다(성주헌,2003). 이와같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수
술통계를 산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서면청구 자료 활용은 수작업에 의존하였므
로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예측 모형을 개발한 사례는 없었다. 이 연구는 건
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여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사전에 분류함으로써 서면청구 자료중에서 수술환자를 추출하여 비전
산화 자료를 비용,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
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 모형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
여 실제 서면청구 명세서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
후 수술통계를 위한 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의 활용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 축적 관리된 건강보

험자료를 이용함으로 건강보험자료는 진료순서 또는 진료비 청구 및 심사를 중
심으로 분류된 소지가 많아 수술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료수집
과정과 상세 내용의 상이점으로 인하여 통계의 적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도세록,2003). 둘째,자료 구성에 있어서,방대한 건강보
험 자료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각 수술명별 수술시행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
하였다.따라서,이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과 같은 형태로 실제 모형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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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할 경우,모형개발과 평가과정은 특이도는 대부분 높으므로 민감도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확률을 결정하는 분류기준점은 적정한 정
확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민감도가 높은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분류기준점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건강보험 자료는 비급여 자료,산재 보험,자동차
보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므로,개
발된 모형 적용 대상 또한 이와 같은 자료에의 적용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
다.넷째,개발 모형에 의해 선별된 수술시행군에 대한 수술 시행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실제 수술군이나 모형에서 분류되지 못한 수술군에 대한 확인 및 요
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섯째,모형 개발 자료인 건강보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두 기관에서 주로 생산 및 관리하
고 있으며,외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송태민,2002).따
라서 이 연구는 제한된 변수로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구축하여 다양한 변
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한정된 변수만 사용하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
후에는 이 연구와 같은 모형개발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자의 특
성을 선별하여 정교하게 모형을 개발한다면 비전산화된 자료의 통계 활용방안
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안으로 모형이 개발,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이를 실제 적용한 결과를 검증하여 모형의 유
용성을 평가함으로써 이 대상자 선정 모형 응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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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론결론결론결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사회 �경제적 수준 향상등으로 보건의료통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과 같이 기존의 축척관리된 방
대한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자료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시의성이 있으
므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보건 의료 통계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 연구는 수술통계 산출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료중 DB화
되어 있지 않는 서면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서면청구 자료중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를 분류함으로써
서면청구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수술시행군의 일반적인 특성,
진단명,진료 이용 특성과 수술시행 여부간의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수술
시행군을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도출하여 도출된 지식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수술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수술 통계 산출

대상이 되는 수술 시행군의 분류함으로써 수술통계 산출 방법에 있어 통계학적
방법에 근거한 타당성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개발모형을 서면청구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비전산화된 자료를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적으로 수술통계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개발된
백내장수술 모형은 94.60%,충수절제술 모형 95.21%가 실제 수술군으로 확인되
어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유사 수술군 및 질
환군이 분류됨으로써 데이터마이닝 모형의 예측력과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
과가 우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비용효과면에서는 이 모형을 실제 적용시 기
존의 서면청구 자료의 전수 조사대비 98%이상 작업량에서 감소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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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되었다. 향후 실용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 개발 단계에서
유용한 자료 수집으로 분석된 결과 활용과 대상자의 특성을 선별하여 정교하게
모형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수행된다면 그 효과와 실증적
가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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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uuurrrgggiiicccaaalllssstttaaatttiiissstttiiicccsssdddaaatttaaabbbaaassseeebbbuuuiiillldddiiinnngggssseeellleeecccttteeedddmmmooodddeeelll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aaappppppyyyiiinnngggttthhheeedddaaatttaaammmiiinnniiinnngggttteeeccchhhnnniiiqqquuueeesss

Sook-KyungSeo
Dept.ofHealthInformations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Young-MoonChae,Ph.D)

Thisstudypresentdevicesforefficientlyutilizingpaperbasedclaims
whicharenotondatabaseassurgicalstatisticsdatainordertoextract
surgicalstatisticsusing usefulHealth Insurancedatathatisresulted
from integratingKoreanNationalHealthInsurance.
Thepurposeofthisstudy isdeveloping operation selected model

applyingthedataminingtechniquesafteranalyzingfactorsthataffectto
perform surgicaloperation.
Thecasesofoperation selected modelareselected generalized and

high frequently performed surgicalprocedure such as catarac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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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ectomyandvariablefactorswhichaffectoperationrelatedgroup
are deduced by Logistic Regression. Thatfactors developed each
operation related group modelusing data mining technique. The
developed modelpredictthepossibility ofperforming operation and
classify casesthatgotthesurgicalprocedureapplying to thepaper
basedclaimsdatawiththeScoremethod. Afterthat,itwasverifiedto
take surgicalprocedure ornotthrough examining realpaperbased
claimsandmedicalrecord. Asaresult,itshows94.60% ofconsistency
forcataractsubjectsmodeland95.21% forappendectomysubjectsmodel.
Asdeveloping operation selected modelby typeofoperation and

extractingthepossiblesubjectslistfrom developedmodel,itcontribute
to reduce time and costforinvestigating data aswellas suggest
efficientmethodology by minimizing the numberofselection listof
manualworkwhenpeopleusethenon-electronicdatasuchaspaper
basedclaims.

Keywords:Datamining,Surgicalstatistics,Paper based clai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