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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기준을 고
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핵환자감시체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1년간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81,199명 중 10%인 8,118명을 표본추출한 후 실제 결핵환자인지에 대해서 의무기
록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자료와 매칭이 완료된 7,132명을 최종 분석대
상자로 하였다. 결핵환자분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결핵과 관련된 임상전문가 의견과 통계적 분류 알
고리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른 결핵
분류모형의 주요 독립변수는 연령, 최초 청구시점의 결핵약제 종류수, 최초 청구시점의 이용 의료기관 유형, 최초 청
구시점의 청구결핵검사 종류,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약제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상병 종
류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향상도는 최고 11.8이였으며, 개발된 모형에서 분류된 1~5유형까지 적용하여 청구된 자료 
중 결핵이 아님을 예측할 경우, 민감도는 90.6%, 양성예측도는 96.1%, 정분류율은 87.6%로 나타나, 현재 질병관리본
부에서 사용하는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모형(민감도 82.6%, 양성예측도 95%, 정분류율 80%)보다 우수한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결핵, 건강보험청구 데이터, 결핵 감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NHI claims data-based tuberculosis classification rule of 
KCDC(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for an effective TB surveillance system. 8,118 cases, 
10% samples of 81,199 TB cases from NHI claims data during 2009, were subject to the Medical Record 
Survey about whether they are real TB patients. The final study population was 7,132 cases whose medical 
records were surveyed. The decision tree model was evaluated as the most superior TB patients detection model. 
This model require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of age, the number of anti-tuberculosis drug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 tuberculosis tests, prescription days, types of TB. This model had sensitivity of 90.6%, PPV 
of 96.1%, and correct classification rate of 93.8%, which was better than KCDC's TB detection model with two 
or more NHI claims for TB and TB drugs(sensitivity of 82.6%, PPV of 95%, and correct classification rate of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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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질환의 확산을 방하기 

해서는 질환에 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질환 감시

체계는 실시간으로 질환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

의 발생을 방하고 질병 확산 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요한 도구이다. 특히나 오늘날 국가 간 경

계를 넘어선 질병의 확산 문제는 공공 보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인 문제이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질병의 발생을 감지  분석하고 이에 신속하게 응하

기 한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에서 결핵 발생률  유병

률이 가장 높은 실정으로 결핵 리사업을 한 정확한 

실태 악을 하여 2000년부터 신고체계에 기반을 둔 

결핵정보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  이다[2]. 결핵정보

감시체계의 신뢰성은 의료기 의 신고율(reporting rate)

의 향을 받는데, 2008년도 병의원 신고율은 57.1% 정

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핵 황을 정확하게 

악하는 데 제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력을 통하여 결핵 신고율을 향상시

키기 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간

에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이다.

이러한 의료기 의 낮은 신고율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미국 CDC에서는 Public Health Information 

Network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청구 자료  병원의 

자의무기록 자료에서 자동 으로 필요한 질환발생 정보

를 수집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4]. 즉, 의료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 에서 업무 목 으로 수집한 데이

터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질환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감시체계는 실시간으

로 질환 발생을 발견하고 리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의 

감시체계보다 효율 인 감시체계가 될 수 있다. 한 의

료기 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

이나 CDC의 업무가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장

이 있다[4].

이에 미국의 CDC에서는 Massachusetts 주의 의료기

 자료에서 결핵환자를 자동 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5]. 의료기 의 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하

여  결핵환자를 추출할 시, 결핵상병을 가졌으나 실제 결

핵환자가 아닌 경우에 포함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결핵상병을 가진 자  실제 결핵인 환자를 확인하는 분

류가 필요하다. 결핵환자는 일반 으로 결핵약을 투여 

받고 각종 검사를 함으로, 이들 조건을 조합 하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핵환자 분류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Massachusetts 주의 결핵환자 분류모형의 개발은 결

핵에 련된 임상 문가 심으로 개발되어 질의(Query)

기반의 분류임에 따라, 모형의 신뢰성에 제한 이 있었

다[5]. 재 통계분야의 기법은 질의 심이 아니라 복합

인 요인을 고려하여 최 의 분류를 찾을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데이터마이닝 기반 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이 기법이 리 활용되고 있다[6]. 즉, 

결핵 청구 환자 에서 결핵환자를 분류할 때 기존의 질

의 심이 아니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질병 리본부에서도 낮은 결핵 신고율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결

핵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질병 리본부가 

개발한 건강보험청구 환자  결핵환자로 추정하는 분류

기 은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자  결핵약제 2제 이상, 

청구 2회 이상인 자 다. 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한의무기록 회에 2년간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연구에서는 이 기 에 부합되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수 

조사하 고[7], 2011년에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이 기 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8]. 결핵환자 분류 기 에 부합되는 

자  실제 결핵환자의 비율은 95-97%수 임에 따라 합

리 인 기 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7,8]. 즉, 이 기 을 

용하여 건강보험 환자  결핵환자를 추정할 경우 기

존의 결핵신고감시체계를 이용하여 결핵환자를 분류하

는 것 보다 결핵환자의 락을 막을 수 있는 효율 인 시

스템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기 을 용할 경우의 제한 은 결핵상병

을 가졌으나 청구 2회 미만, 결핵약제 2제 미만인 자는 

결핵환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다. 한 

결핵상병을 가진 자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사

용자 에 실제 결핵 환자가 아닌 자를 결핵환자로 간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질의기반

의 결핵환자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마이닝 기반의 결핵환

자 분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8].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결핵

환자 분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 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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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환자감시체계의 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2.1.1 결핵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

2.1.1.1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DB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청구 자료에서 2009

년 1년 간 진료 받은 청구자료  상병코드가 A15∼A19

(결핵), U88.0∼U88.1(다제내성  범  내성결핵)에 

해당되는 361,138건의 자료를 추출하 다. 이들 청구 자

료를 환자단 의 자료로 정리한 결과 2009년에 결핵상병

으로 진료를 받은 자는 81,199명이 다. 이를 의무기록조

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2.1.1.2 표본 추출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실제 결핵환자인지를 확

인하는 조사를 해서 체계 인 표본추출방법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 다. 표본추출 상자는 체 모집단의 

10%인 8,118명으로 하 다.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표성을 높이기 해 1차 표본추출 단 인 의료기 에 

하여 지역, 의료기  종, 규모(환자 수 기 )를 층으로 

고려하 다. 2차 표본추출 단 인 환자에 하여 상병분

류를 층으로 고려하 고, 의료기  종별로 모집단 환자

수의 약 10%씩을 할당한 후 의료기  종 내에서 지역별

로 할당하 다. 그리고 각 의료기  내에서 상병분류별 

추출률이 동일하도록 할당하 다. 한 성과 연령은 모

수추정을 한 사후층화 변수로 고려하 다.

2.1.1.3 표본추출환자에 한 의무기록 조사

표본추출 환자에 한 의무기록 조사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조사 상 의료기 에 의무기록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통하여 한의무기록 회에 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그 지 않은 기 에 해서는 조사원

을 견하여 조사하는 체계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의원에 한 조사는 보건소를 통하여 수집된 결핵의

심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한의무기록 회로 달 받

아, 견 조사원들이 한의무기록 회의 사무국으로 

견되어 조사를 시행하 으며, 조사 시행 후 의무기록사

본을 안 하게 기하 다. 원활한 조사를 하여 한

의무기록 회 내 사무국을 조사 리 거  본부로 하여 

조사의 독려, 재조사 의뢰 등 조사 리 반을 시행하고, 

필요시 회의 시도회를 활용하여 조사 조를 요청하

다. 표본 상자 8,118명  실제 의무기록 조사가 이루어

진 자는 7,459명이 다.

2.1.2 결핵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모형 개

발을 위한 분석용 DB 구축

본 연구에서 결핵환자 분류모형은 최  결핵상병으로 

청구되었을 때, 해당 환자가 실제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를 별하기 한 모형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종 분

석 상자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분석DB를 구축하 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2009년 결핵상병(주상병 는 부상병)으로 청구된 건강

보험 자료를 추출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  외래

를 거쳐 약국 진료를 받기 때문에 자료의 복을 막기 

해 약국은 제외하 다.  

둘째, 환자단 별로 첫 번째 결핵상병 청구건 자료를 

추출하 으며, 이  결핵신고 자료에서 2000년 8월～

2008년 12월까지 결핵으로 신고 된 자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2007년～2008년 12월까지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자는 제외하 다. 

셋째,  단계에서 추출된 환자단  자료와 의무기록

조사가 완료된 자의 자료(7,459명)를 서로 매칭한 결과, 

서로 매칭이 완료된 7,132명이 최종 분석 상자로 선정

되었다. 327명의 자료가 서로 매칭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의무기록조사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제공된 건강보험 청구와 련된 상세정보 포함

됨)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 사항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번호 등만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매칭 하 기 때문이다.

2.1.3 최종 분석용 DB

의무기록조사 자료와 건강보험청구 DB를 이용하여 

최종 분석용 DB를 구축하 다.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나

타난 개인별 결핵상병 최종 정유무 변수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성별, 연령, 상병, 의료기  유형, 총 결핵

약제 종류 수(2009년 최  청구시 ), 각 결핵약제 사용

유무(2009년 최  청구시 , 17개 약제), 총 결핵약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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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수(2009년 최  청구시 , 17개 약제), 각 결핵약제 

처방일수(2009년 최  청구시 , 17개 약제), 총 결핵검

사 종류 수(2009년 최  청구시 , 18개 검사), 각 결핵검

사 유무(2009년 최  청구시 , 18개 검사), 총 결핵약제 

종류 수(2008년 체), 총 결핵약제 처방일수(2008년 

체), 총 결핵검사 건수(2008년 체)가 독립변수로 선정

되었다.

 

2.2 모형개발 및 평가

결핵환자 분류 모형은 데이터마이닝의 SEMMA 

(Sampling, Explore, Modify, Model, Assess)라는 방법

론에 따라 모형을 개발하 다. 표본추출(Sampling)단계

에서 분석용 자료는 훈련용 60%, 검증용 40%로 각각 임

의표본을 추출한 후, 훈련용을 통해 모형을 개발하고 검

증용을 통해 모형을 평가하 다. 모형개발은 의사결정나

무, 로지스틱회귀모형, 신경망 기법 등을 이용하 다. 이

때 결핵환자가 아닌 자가 5.5%에 불과함에 따라 결핵환

자가 아닌 자를 찾기 한 모형화를 실시하 다. 결핵 분

류 모형에 사용한 각 통계기법의 우수성 평가를 해 

RASE(Root Average Squared Error), 오분류율

(Misclassification Rate) 값을 비교하 으며, 최종 모형의 

선택에 있어서는 통계  결과의 우수성을 비롯하여 모형

해석의 용이성을 함께 고려하 다. 한 최종 선택된 모

형과 기존에 개발된 모형결과와의 비교를 해 향상도, 

민감도, 양성 측도, 정분류율을 제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3.1.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상자 7,132명에 하여 일반  특성을 악한 

결과,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가 57.4%, 여자가 42.6%로 

남자가 높았으며, 이용 의료기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

상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원 

13.4%, 일반병원 12.1%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60  이

상이 34.6%로 높았으며, 결핵 상병 그룹별로는 

Pulmonary 결핵 상병이 7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1]. 

3.1.2 분석대상자의 결핵 약제 및 검사 시행 현황

분석 상자의 17개의 항결핵약제 별 처방 황(최

청구시 )을 살펴본 결과, Rifampicin 35.9%, Isoniazid 

35.9%, Pyrazinamide 30.4%, Ethambutol 27.6%, 

Cycloserine 3.9%, Clarithromycin을 받은 자 3.7% 순으

로 나타났다[표 2]. 

18개의 결핵검사 황(최  청구시 )을 악한 결과, 

객담배양(고체배지) 52.3%, 객담배양 24.9%,  PCR 

20.9%, 미생물 미경검사(항산성 집균도말검사 Acid 

Fast Stain) 20.7%, 약제감수성 검사를 받은 자가 1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최  청구시 에서의 항결핵약제 평균 처방일수를 살

펴본 결과, Isoniazid 8.0일, Rifampicin 7.9일, 

Pyrazinamide 6.1일, Ethambutol 5.9일 순으로 나타났다. 

최  청구시  총 결핵약제 종류의 평균 개수는 1.56개, 

총 결핵약제 평균 처방일수는 32.5일, 총 결핵검사 종류

의 평균 개수는 2.6개로 나타났고, 2008년 처방된 총 결핵

약제 종류의 평균 개수, 총 결핵약제 평균 처방일수, 실시

된 총 결핵검사 종류의 평균 개수는 각각 1.7개, 53.8일, 

1.4개로 나타났다[표 4].

Categories N %

Sex
Male 4,095 57.4

Female 3,037 42.6

Medical

Institution

Advanced

General

Hospital

5,282 74.1

General

Hospital
862 12.1

Clinic 955 13.4

Public Health

Center
33 0.5

Age

<=20 1,289 18.1

30-39 1,097 15.4

40-49 1,203 16.9

50-59 1,076 15.1

>=60 2,467 34.6

Tuberculosis

Primary 83 1.2

Pulmonary 5,186 72.7

Other

Respiratory
767 10.8

Non

Respiratory
1,096 15.4

Total 7,132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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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Yes No Total

N % N % N %

Isoniazid 2,561 35.9 4,571 64.1 7,132 100.0

Rifampicin 2,563 35.9 4,569 64.1 7,132 100.0

Ethambutol 1,969 27.6 5,163 72.4 7,132 100.0

Pyrazinamide 2,170 30.4 4,962 69.6 7,132 100.0

Rifabutin 16 0.2 7,116 99.8 7,132 100.0

Kanamycin 197 2.8 6,935 97.2 7,132 100.0

Amikacin 192 2.7 6,940 97.3 7,132 100.0

Levofloxacin 342 4.8 6,790 95.2 7,132 100.0

Moxifloxacin 132 1.9 7,000 98.2 7,132 100.0

Ofloxacin 71 1.0 7,061 99.0 7,132 100.0

Prothionamide 176 2.5 6,956 97.5 7,132 100.0

Cycloserine 281 3.9 6,851 96.1 7,132 100.0

Para 

aminosalicyclic 

acid

124 1.7 7,008 98.3 7,132 100.0

Linezolid 1 0.0 7,131 100.0 7,132 100.0

Amoxicillin/

clavulanate
31 0.4 7,101 99.6 7,132 100.0

Clarithromycin 261 3.7 6,871 96.3 7,132 100.0

<Table 2> Prescription of Anti-Tuberculosis 
Drugs 

 

Categories
Yes No Total

N % N % N %

AFB Identification 275 3.9 6,857 96.1 7,132 100.0

(sputum)

Smear test, AFB stain,  Acid 

Fast Fluorescent Stain

1,317 18.5 5,815 81.5 7,132 100.0

Microscopy TB test

(AFB Stain)
1,160 16.3 5,972 83.7 7,132 100.0

Microscopy TB test

(Acid Fast Stain)
1,478 20.7 5,654 79.3 7,132 100.0

CT 106 1.5 7,026 98.5 7,132 100.0

Diagnostic procedures on 

lung and bronchus
757 10.6 6,375 89.4 7,132 100.0

Microscopy TB test

(Direct AFB Stain)
1,030 14.4 6,102 85.6 7,132 100.0

Sputum Culture 1,775 24.9 5,357 75.1 7,132 100.0

Sputum Culture(solid medium) 3,728 52.3 3,404 47.7 7,132 100.0

Sputum Culture(liquid medium) 1,202 16.9 5,930 83.2 7,132 100.0

Drug susceptibility test 1,415 19.8 5,717 80.2 7,132 100.0

Biopsy(Transbronchial lung 

biopsy, Histopathology)
767 10.8 6,365 89.3 7,132 100.0

MRI 0 0.0 7,132 100.0 7,132 100.0

M.tuberculosis MDR 238 3.3 6,894 96.7 7,132 100.0

NTM Identification 25 0.4 7,107 99.7 7,132 100.0

PCR 1,491 20.9 5,641 79.1 7,132 100.0

X-ray 1,409 19.8 5,723 80.2 7,132 100.0

Fluoroscopy

(Bronchoscopy)
16 0.2 7,116 99.8 7,132 100.0

<Table 3> Tuberculosis Tests

Categories Mean SD Max

Prescription 

days

Isoniazid 8.0 14.0 178

Rifampicin 7.9 13.8 178

Ethambutol 5.9 12.4 178

Pyrazinamide 6.1 11.8 114

Rifabutin 0.1 1.5 90

Kanamycin 0.2 2.1 46

Amikacin 0.2 1.8 30

Levofloxacin 0.9 5.0 90

Moxifloxacin 0.4 3.3 95

Ofloxacin 0.3 3.1 60

Prothionamide 0.7 4.9 109

Cycloserine 1.0 5.7 109

Para 

aminosalicyclic 

acid

0.5 3.8 60

Linezolid 0.0 0.1 7

Amoxicillin/

clavulanate
0.1 1.5 90

Clarithromycin 0.3 2.7 87

Imipenem 0.1 0.9 28

Types of total TB drugs 1.6 2.0 11

Total prescription days of TB 

drugs
32.5 53.8 592

Types of total TB tests 2.6 2.2 13

Types of prescribed TB 

drugs(2008)
1.7 2.3 11

Total prescription days of 

prescribed TB drugs(2008)
53.8 84.5 600

Types of performed TB 

tests(2008)
1.4 2.1 10

<Table 4> Anti-Tuberculosis Drugs and 
           Tuberculosis Tests

3.2 결핵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모형 

결과

3.2.1 모형선택

결핵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를 한 상자 

7,132명  94.5%인 6,741명이 최종 결핵상병으로 이환된 

자임에 따라, 모형개발을 통해 결핵환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환자를 제외하는 방법을 용하 다. 모형개발을 

해 사용된 독립변수는 선행된 일반  특성, 항 결핵약

제  결핵 검사에 따른 실제 결핵상병 이환유무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변수로 구성하 다. 한 모형의 일반

화를 해 체 데이터셋을 모형개발용 60%, 모형평가용 

40%로 구분하 으며, 모형개발용 데이터셋에 의사결정

나무 2가지 형태, 로지스틱 회귀모형, 신경망 모형을 

용시켰으며, 용된 모형  가장 최 의 모형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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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RASE(Root Average Squared Error)  오분류

율(Misclassification Rate) 그리고 모형 해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 다. 그 결과, 훈련용에서 RASE값과 오분

류율이 가장 고, 모형이 가장 안정 인 것으로 단되

는 의사결정나무 1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다.

Model
Split

Algorithm

Root ASE Misclassification

Training Validation Training Validation

Decision 

Tree 1
Interactive 0.2161 0.2386 0.0507 0.0627

Decision 

Tree 2
Entrophy 0.2199 0.2388 0.0509 0.0606

Neural 

Network

(MLP)1)

Hidden 

layer1
0.2182 0.2373 0.0509 0.0605

Logistic 

Regression
Stepwise 0.2168 0.2371 0.0509 0.0605

<Table 5> Evaluation of TB Case Classification 
Model

3.2.2 결핵환자 분류 모형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른 결핵분류모형의 주요 독립

변수는 연령, 최  청구시 의 결핵약제 종류 수, 최  청

구시 의 이용 의료기  유형, 최  청구시 의 청구결

핵검사 종류,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최  청구시  결

핵약제 투약일수, 최  청구시  결핵상병 종류로 나타

났다. 한, 이러한 특성이 종합 으로 반 되어 분류된 

유형은 모두 10개로 나타났다. 1유형은 40  이하 & 청

구시  보건기  이용 환자군, 2유형은 50  이상 & 청

구시  결핵약 2회 이하 & 청구시  결핵검사 2회 이하 

& 청구시  Primary 결핵상병 환자군, 3유형은 50  이

상 & 청구시  결핵약 2회 이하 & 청구시  결핵검사 2

회 이하 & 청구시  Primary 이외 결핵상병 &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6개월 이상 & 청구시  pulmonary 결

핵상병 환자군 이 다.

결핵환자 분류모형에 따른 유형별 결핵제외 발률을 

살펴보면, 유형 1의 경우, 결핵제외 발률은 60.0%, 유형 

2의 결핵제외 발률은 33.3%, 유형 3의 결핵제외 발

률은 17.4%, 유형 4의 결핵제외 발률은 15.8%, 유형 5

의 결핵제외 발률은 13.8%, 유형 6의 결핵제외 발률

1) 신경망 모형은 은닉층 1개에 활성화함수는 Hyperbolic 
Tangent 및 결합함수는 선형함수가 활용된 MLP(Multilayer 
Perceptron)

은 5.5%, 유형 7의 결핵제외 발률은 4.8%, 유형 8의 결

핵제외 발률은 4.3%, 유형 9의 결핵제외 발률은 

3.0%, 유형 10의 결핵제외 발률은 2.2%로 나타났다. 

즉, 본 모형을 통해 결핵청구시 에서 실제 결핵환자를 

찾고자 할 경우, 유형 1에 해당되는 결핵환자  60%는 

결핵환자가 아닌 것으로 단할 수 있는 것이다.

Type Characteristics of rule

Response 

rate of 
non-TB 

case

1 Age(<=49) & Public Health Center 60.0%

2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2) & 

Tuberculosis(Primary) 

33.3%

3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2) & 

Tuberculosis(Etc.) & 2008 Prescription 

day(>=6 months) & 

Tuberculosis(Pulmonary) 

17.4%

4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2) & 

Tuberculosis(Etc.) & 2008 Prescription 

day(<6 months) & Prescription 

day(>=12)

15.8%

5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3) & 

Advanced general hospital/Clinic

13.8%

6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2) & 

Tuberculosis(Etc.) & 2008 Prescription 

day(<6 months) & Prescription 

day(<=11)

5.5%

7
Age(>=50) & Anti-Tuberculosis 

drug(>=3)
4.8%

8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3) & 

General hospital

4.3%

9
Age(<=49) & (Advanced) General 

hospital/Clinic
3.0%

10

Age(>=50) & Anti-Tuberculosis 

drug(<=2) & Tuberculosis test(<=2) & 

Tuberculosis(Etc.) & 2008 Prescription 

day(>=6 months) & Tuberculosis(Etc.)

2.2%

<Table 6> Characteristics of non-TB case Rule 
by Model

3.2.3 모형의 우수성 평가

결핵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를 한 의사결정

나무모형에 한 결과를 향상도, 민감도, 양성 측도, 정

분류율로 평가하 다. 그 결과 개발된 모형을 향상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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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 of Decision Trees 

면에서 살펴보면, 최   결핵 제외 발률이 5.1%인

데 반해, 결핵 제외 발률이 가장 높은 유형 1에 해당될 

시, 최  결핵 청구 건에서 잘못된 결핵청구 건을 제외할 

확률이 60%이며, 이는 모형을 용하기 에 비해 11.8

배 높은 발률이다. 한, 유형 2의 경우는 최  결핵 제

외 발률에 비해 8.4배 높은 향상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결핵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모형을 

최  청구 시 의 결핵 청구 건에 용할 시, 용하고자 

하는 유형에 따라 최  결핵청구건 제외확률 비 그 향

상도 수 은 변화하겠으나, 유형 1～5만을 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 건에서 실제 결핵이 아닌 청구 건을 

제외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최종 선정된 결핵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

자 분류를 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결핵분류 기 에 따

른 민감도2), 양성 측도3), 정분류율4)을 분석하 다. 1 

유형을 결핵 아님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민감도는 100%, 

2) 민감도 = 실제 및 예측 결핵인 자/실제 결핵인 자
3) 양성예측도 = 실제 및 예측 결핵인 자/예측 결핵인 자
4) 정분류율 = (실제 및 예측 결핵인 자 + 실제 및 예측 결핵 

아닌 자)/전체

양성 측도는 95.0%, 정분류율은 94.9%로 나타났으며, 1, 

2 유형을 결핵 아님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민감도는 

99.8%, 양성 측도는 95.0%, 정분류율은 94.9%로 나타났

다. 결과 으로 유형이 될수록, 민감도, 양성 측도 

그리고 정분류율은 차 낮아져 모형의 성능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Lif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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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ase Response rate  of 

non-TB case

Cumulative Response 
rate of non-TB case

Lift Value
Predicted Observed

1 5 3 60.0% 60.0% 11.8 

2 9 3 33.3% 42.9% 8.4 

3 69 12 17.4% 21.7% 4.3 

4 19 3 15.8% 20.6% 4.0 

5 348 48 13.8% 15.3% 3.0 

6 709 39 5.5% 9.3% 1.8 

7 904 43 4.8% 7.3% 1.4 

8 47 2 4.3% 7.3% 1.4 

9 2,124 64 3.0% 5.1% 1.0 

10 45 1 2.2% 5.1% 1.0 

<Table 7> Gain Table

Type
Predicted

Sensitivity PPV

Correct

classification

rateTB Non-TB Total

1 Observed

TB 4,059 2 4,061

100.0 95.0 94.9 NonTB 215 3 218

Total 4,274 5 4,279

1～2

(combined) 
Observed

TB 4,053 8 4,061

99.8 95.0 94.9 NonTB 212 6 218

Total 4,265 14 4,279

1～3

(combined)  
Observed

TB 3,996 65 4,061

98.4 95.2 93.8 NonTB 200 18 218

Total 4,196 83 4,279

1～4 

(combined) 
Observed

TB 3,980 81 4,061

98.0 95.3 93.5 NonTB 197 21 218

Total 4,177 102 4,279

1～5 

(combined) 
Observed

TB 3,680 381 4,061

90.6 96.1 87.6 NonTB 149 69 218

Total 3,829 450 4,279

1～6 

(combined)  
Observed

TB 3,010 1,051 4,061

74.1 96.5 72.9 NonTB 110 108 218

Total 3,120 1,159 4,279

1～7 

(combined) 
Observed

TB 2,149 1,912 4,061

52.9 97.0 53.8 NonTB 67 151 218

Total 2,216 2,063 4,279

1～8 

(combined) 
Observed

TB 2,104 1,957 4,061

51.8 97.0 52.7 NonTB 65 153 218

Total 2,169 2,110 4,279

1～9 

(combined) 
Observed

TB 44 4,017 4,061

1.1 97.8 6.1 NonTB 1 217 218

Total 45 4,234 4,279

1～10 

(combined) 
Observed

TB 0　 4,061 4,061

0.0 - 5.1NonTB 　0 218 218

Total 　0 4,279 4,279

<Table 8> Evaluation of Rule for TB Cas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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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00명, 사망률은 4.9명으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9].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결핵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한 결핵환자 리 정책 수립이 시 하다. 

결핵환자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서는 결핵환자

를 조기에 발견하고 리할 수 있는 결핵환자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 의료기  신고 기반의 결핵감시

체계가 있으나 2008년도 병의원 신고율은 57.1% 정도 밖

에 되지 않음에 따라 활용성에 있어서 많은 제한 이 있

다[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질병 리본부에서

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핵상병을 가진 

자  결핵약제 2제 이상 사용한 자  청구 2회 이상인 

자를 결핵환자로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한 결과 민감도는 

82.6%, 양성 측도는 95.5%, 정분류율은 80.0%로 나타나

[8], 미국의 건강보험청구 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모

형(민감도 89%, 양성 측도 30%)에 비해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 다[10]. 

그러나 재 앞서 개발된 결핵환자분류 모형을 결핵

정보 감시시스템에 활용할 경우, 결핵상병을 가졌으나 

청구건수 2회 미만, 약제 2제 이상 사용자 에 결핵환자

가 아닌 자는 결핵환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결핵상병을 가진 자  청구 2회 이상, 약제 2제 이

상 사용자 에 결핵환자가 아닌 자를 결핵환자로 과다 

포함하는 제한 을 가지게 된다. 즉, 특정 질의(Query) 

심의 분류임에 따라 결핵환자 특성  건강보험 청구

특성이 복합 으로 반 되어, 재 모형의 제한 을 보

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근거한 결핵

환자 분류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재 이러한 방

법론은 의료분야에서도 극 활용되고 있다[11].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  건강보험 청구 시, 해당 청구 건이 실제 결핵 청

구 건인지 아닌지를 별하기 해 2009년 최  청구시

에서의 건강보험 결핵 청구 자료와 이에 한 사실 확

인조사를 거친 의무기록조사를 서로 매칭하여 최종 분석

용 DB를 구축하 다. 이 자료에 4가지 데이터마이닝 기

법을 용시킨 후, 모형의 안정성, 효과성 그리고 해석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건강보험 청구기반 결핵환자 

분류모형을 결정하 다. 최종 결정된 모형은 결핵에 

향을  수 있는 최종 변수선택에 한 임상 문가 의견

과 통계  분류 알고리즘이 복합 으로 고려된 의사결정

나무모형(Interactive)으로서, 이 모형을 건강보험 최  

청구 자료에 용할 시 모형 용 에 비해 청구건  

결핵 청구 건이 아님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최고 11.8

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개발된 모형에서 분

류된 1～5유형까지 용하여 청구된 자료  결핵이 아

님을 측할 경우, 민감도는 90.6%, 양성 측도는 96.1%, 

정분류율은 87.6%로 나타나 재 질병 리본부에서 사

용하는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모형(민감도 82.6%, 

양성 측도 95%, 정분류율 80%)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핵감

시시스템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그 신뢰성이 명되었으

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결핵환자를 분류해주는 결핵감시시스템의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결핵환자 리사업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새로운 모형을 바탕으로 효

율 인 결핵환자 리사업 수행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결핵사업차원에서 재 진행 인 공공 민

간 체계 추구 리에 새로운 모형을 목한 결핵감시 

시스템 개발이 필요로 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한 나라의 결핵을 퇴치하기 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력하여 환자발견, 치료사업을 

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12]. 이에 따라 미국의 

CDC에서는 Public Health Information Network와 연계

하여 건강보험 청구 자료  병원의 자의무기록 자료

에서 자동 으로 필요한 질환발생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에 

한 치료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분 수집되고 있

음에 따라 민간의료기 에서 신고 되는 체계로 운 되는 

재의 결핵신고시스템보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본 연

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형태가 목된 감시시스템을 운

한다면 보다 극 인 결핵환자 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둘째, 개발된 분류 모형을 검사 오더  결과, 약제처

방 오더 등의 건강보험청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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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환자 복약 모니터링 활동을 개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결핵을 완치하기 해서는 많은 숫자의 약

제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결핵환자들

의 치료순응도가 낮아 치료도 에 결핵약복용을 단하

기 쉬우며, 이는 내성환자의 증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잠복결핵 처를 한 잠복결핵감시시스템 개발

이 필요하다.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 면역 하자의 증가, 

빈번한 결핵 집단 발병 등으로 활동성 결핵의 치료만으

로는 국내 결핵 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고, 결핵의 근 을 목표로 하는 미국과 같은 선진

국에서는 잠복결핵 처에 극 으로 나서고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 근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결핵환자 분류 모형은 잠복결핵감시시스템 개발

을 한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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