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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D 의 구성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센터 제공 



NHID 연구의 장단점 

장점 
 

대표성 (단일보험자 전수자료) 

완결성 

RWE/RWD 

비용 및 시간 절감 (vs. 임상연구) 

Population based study 가능 

임상연구의 미충족 요소 해결 

 

 
단점 

 

비급여 자료 불포함 

청구 자료 및 의료 행위 유무 (결과값X) 

공간 및 시간 제약 

통계 처리 (SAS 등) 

조작적 정의의 한계 

 

 

 



1. 연구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자가기준치)가 필요하다 



Q7701 
주상병 기준
으로 추출 



2. 질병 및 의료 행위 코드 파일 확인  

•상병코드  
• ICD-10 기준 진단명 

• https://icd.who.int/browse10/2016/en 

 

• https://kcdcode.kr/mobile/main 

 

https://icd.who.int/browse10/2016/en
https://kcdcode.kr/mobile/main


행위수가코드조회 



행위수가코드조회 



약물코드 조회 





3. NHID 를 이용하여 연구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 확인 

•연구 목표가 NHID 에 있는 변수로 결과를 도출될 수 있는가? 

 

 
가능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 

 
대장내시경 수검이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불가능 
 

췌장암 진단에 대한 EUS accuracy 평가 
 

과거 대장 선종 개수 및 크기와  
대장암과의 상관 관계 



Kim SY et al. Clin Transl Gastroenterol. 2021;12(5):e00350.   



Kim JH et al. Br J Cancer. 2020;123(3):480-486.  



 

대상질환 유병률 
행위 건수 

맞춤형 DB 

코호트 DB 

표본코호트 

건강검진코호트 

노인코호트 

영유아검진코호트 

직장여성코호트 





 

• 건보공단 자료에서 진단은? 

 -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1. 상병코드 (주상병 & 부상병) 

 -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비교적 정확하다 (ICD-10 + V code) 

 - 소화불량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 정확도가 낮다 

 2. 조작적 정의 (수술 및 시술 코드, 약제 사용력, 특례산정코드) 

 

  



Lee CK et al. J Gastroenterol Hepatol. 2020;35:760-768.  



Operational definition 

• 거의 모든 경우 diagnostic codes 가 중심이 된다 

• Specific diagnostic codes (과거 선행 연구 참고 – validation 연구 있으면 더 좋다) 

• Diagnostic code only < Diagnostic code and procedure (or medication) ?? 

 - usually…. but, thinking about drop subjects…. 

• 응급상황에 대한 연구 (ex, stroke/MI/fracture) → 입원/응급실 방문 기록 활용 

• 시술 관련 연구 → ESD, EMR, 지혈술 코드 활용 

• 암 & 희귀난치질환 →  V code (registration information of rare intractable disease) 활용 

• 질환에 따라 약제와 방문 횟수를 combination 하는게 도움이 된다 (ex, HTN/DM…) 

 

 



6. Wash out period를 정의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동욱 선생님 제공 



7. 진행 방향 및 주제에 맞는 연구 설계를 미리 구상한다. 

대표적인 연구설계 방법 

- 유병/발생률 연구: 관심 질병의 연간 발생 변화와 특징 파악 

- 환자 대조군 연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노출 병력

을 비교 

- 코호트 연구: 서로 다른 노출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새로운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 

   => 후향성 코호트 연구 (0)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0) 

        전향성 코호트 연구 (X), RCT (X) 

 

 

 

 



 



Case-Crossover Study 

대조군 설정이 필요 없다. 
비교적 급성기 질환 발생 연구에 적합 



 

PSM 



Nested case-control study 

Defined cohort 

Developed disease 

Have not 

developed disease 

Cases 

Subgroup selected 

as control 

YEARS 



8. 여러가지 bias 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Selection bias 

• Lead time bias 

• Length time bias 

• Immortal time bias 



Redelmeier D.A. et al. Ann Intern Med. 2001;134:955-62. 



Hemmelgarn BR et al. J Am Soc Nephrol. 2007;18:993-9. 



Situation in which MDC clinic visit occurred after serum 

creatinine test.  

 

Exposed patient was guaranteed to be alive between the 

test date and the clinic visit, resulting in a period of 

“immortal time.”  

 

Control patient died within the immortal time window, 

resulting in an immortal time bias. 

Shariff SJ et al. J Am Soc Nephrol. 2008;19:841–843 



Mi X, et al. Stat Med. 2016;35:4824-4836. 



Conclusion 

1. NHID 연구와 통상적인 임상연구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2. 연구자가 생각한 연구 주제가 NHID 로 실현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

제에 맞는 database 를 선택한다.  

3. 연구에 필요한 코드, 조작적 정의 등을 확보한다. 

4. 연구 주제에 적합한 study design 선택 및 여러가지 bias 가 있음을 고려한다. 

5. 건보 공단 연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학회나 모임을 통해 연구자의 궁금증

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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