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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21년
김준호, 차예린, 최문정, 김시헌, 한철주, 박현아. (2021). 201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은자, 송은솔, 김혜윤, 서제희, 최슬기, 이혜정, … 윤열매. (2021). 201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최슬기, 최숙자, 정채림. (2021).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건강행동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문성웅, 오하린, 황연희, 김성식, 박지혜, 김찬호, 이희제. (2020). 201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경선, 송지은, 주시연, 이수연. (2020).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분석. 원주: 국민건
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은자, 배정은, 송은솔, 최슬기, 정연, 김규성, … 전보영. (2020).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배정은, 송은솔, 정연, 최슬기, 이응준, … 박유진. (2020). 201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신현웅, 배재용, 김수진, 정연, 최슬기, … 박희동. (2020).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
획 수립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김수진, 김현경, 이원진, 오다은.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세
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강희정, 김수진, 이현주, 김현경, 고제이, 신기철, … 이은주. (2019).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서남규, 김성식. (2019).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및 민간의료보험 중심으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서남규, 장소현, 정다인, … 박지혜. (2019).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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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고서 (I).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성웅, 오하린, 강태욱, 장소현, 정다인, 고종률, … , 박지혜. (2019) 한국의료패널 조사 건강보험
DB 연계자료 기초분석보고서. (2019)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은자, 정연, 서제희, 배정은, 이나경, 김은주, … 최건우. (2019).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정연, 서제희, 배정은, 이나경, 김은주, … 박현아. (2019).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
을 위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정, 지희정, 이지혜. (2019). 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고광욱, 김현규. (2019). 건강생활신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정책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김남순, 서제희, 정연, 이정아, 배정은, 이나경, … 김진영. (2018).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서제희, 정연, 오미애, 이정아, 정수경, … 오하린. (2018).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김기태, 정연, 박금령, 오수진, 김수정. (2018).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
태 변화와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성웅, 서남규, 강태욱, 오하린, 정다인, 고종률, … 윤열매. (2018).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 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오영호, 정세환, 김동수, 김현민. (2018) 한국의료료패널 심층분
석 보고서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보건제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정우, 김한성, 정승용, 천미경, 이유진, 신지영. (2018).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배재용, 여나금, 송태민, 권용진, 김은아, 오수진, 박정훈. (2018). 의료급여 외래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김남순, 전진아, 서제희, 정연, 정수경, 이정아, … 정훈. (2017). 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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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김남순, 전진아, … 윤열매. (2017). 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 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강태욱, 허순임, 이혜재, 김동수, 임병묵, … 오영호. (2017).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
펴본 한국보건제도(2008~2014년)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요약). 원주: 국민
건강보험공단,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오하린, 강태욱, 황연희 (2017). 한국의료패널 조사 건강보험 DB 연계자료 기초분석보고
서 (Ver2.0).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웅, 황도경, 최병호, 윤석준, 윤장호, 여나금, … 안수인. (2017).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김남순, 서제희, 오영호, 이수형, 이정아, 최성은, … 오하린. (2016). 2014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서제희, 전진아, 오영호, 이수형, 이정아, …오하린. (2016). 한국의료패널 운영 현황 및 발
전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강태욱. (2016). 한국의료패널 조사와 공단 자격·보험료 DB 연계 기초분석보고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강태욱, 김남순, 전진아, 서제희, 오영호, … 윤열매. (2016). 2014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 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강태욱, 오하린. (2016). 한국의료패널 개선방안 보고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강태욱, 허순임, 이혜재, 김동수, 임병묵, … 오영호. (2016).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
석보고서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보건제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오하린, 강태욱, 황연희 (2016). 한국의료패널 조사 건강보험 DB 연계자료 기초분석보고
서 (Ver2.0).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서남규, 강태욱, 허순임, 신호성, 오영호, 정세환, … 최세문. (2015). 2015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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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고서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보건제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강태욱, 황연희, 박정주, 이수형, 이정아, … 윤열매. (2015). 2013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 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박정주, 황연희, 강태욱. (2015).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공단자격·보험료 DB연계 기초분석
보고서(ver 1.0)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수형, 도세록, 최성은, 염아림, 윤열매, 김은주. (2015). 2013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I)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박은자, 이예슬, 이정아, 권진원. (2014).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김지혜, 김찬호, 배신규, … 전진아. (2014).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
석보고서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가계부담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구성과 변화. 서
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김지혜, 김찬호, 배신규, … 전진아. (2014). 한국의료패널로 살펴 본 우리
나라 보건의료(2008~2012년)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요약). 서울: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조미경, 이장수, 이형진, … 정혜란. (2014).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I) 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최현수, 김용대, 이용희, 진재현. (2014).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
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수, 최성은, 오미애, 염아림, 정혜란, 서남규, … 황연희. (2014).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I)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김남순, 김명희, 정진주, 김유미, 박은자, 장숙랑, … 김소운. (2013).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청주: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이희제, 강마리, 김찬호, … 정혜란. (2013).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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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고서 (I) 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강태욱, 최정수, 정영호, … 최병희. (2013).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
석보고서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지표 개발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김지혜, 김찬호, 배신규, … 전진아. (2013). 한국의료패널로 살펴 본 우리
나라 보건의료(2008~2011년)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요약). 서울: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이희제, 강마리, 김찬호, … 최연주. (2013). 한국의료패널 조사 : 건강보
험 DB 연계자료 기초분석보고서(Ver 1.0).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웅, 원윤희, 송헌재, 윤장호, 하솔잎, 이슬기. (2013).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
태분석: 요약본.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수, 최성은, 염아림, 윤주영, 정혜란, 서남규, … 황연희. (2013).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2년
김대중, 정영호, 오영호, 송태민, 김남순, 최정수, … 황연희. (201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
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201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II).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
책연구원.
서남규, 안수지, 황연희, 정영호, 고숙자. (2012).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I). 서
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복, 이호용, 조정완. (2012). 개인의료보험 현황과 영향 분석.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정책연구원.
정영호, 고숙자, 손창균, 김은주, 서남규, 황연희, 안수지. (2012).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윤시몬, 김어지나, 조주연, 박상찬. (2012).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 시스
템구축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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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지은, 박은자, 신호성. (2011). 인구집단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분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남규, 한은정, 황연희, 정의신, 문성웅, 최재혁. (2011). 가계부담 의료비의 구조와 특성.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현복, 이호영, 이희영, 최기춘. (2011)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관리방안. 서울: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영호, 고숙자. (2011).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고숙자, 손창균, 김은주, 서남규, 한은정, 황연희. (2011).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I).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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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서남규, 고숙자, 한은정, 박성복, 정영훈, … 황연희. (2010).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I).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영호, 서남규, 고숙자, 한은정, 박성복, 정영훈, … 장익현. (2010).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
석보고서 (I).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서남규, 이용갑, 태윤희, 정영호, 고숙자. (2009). 한국의료패널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방안 연구
(2).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영호, 고숙자, 이은영, 진달래, 김성옥, 한준태, 이수연. (2009).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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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규, 이용갑, 김영숙, 태윤희. (2008). 한국의료패널 부가조사 연구(1) 부가조사 중장기계획 수
립.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이용갑, 정영호, 김영숙, 태윤희, 박일수, … 고숙자. (2008). 한국의료패널의 효율성 및 신
뢰도 제고방안 연구(1) D/B 구축 및 보험자 자료와 연계방안.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정영호, 서남규, 고숙자, 태윤희. (2008). 한국의료패널의 이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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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고숙자. (2008). 한국 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손창균, 고숙자, 이진혜, 이용갑, 서남규, … 김영숙. (2008).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고숙자, 이용갑, 서남규, 태윤희, 이원영, … 강영호. (2008). 한국의료패널의 활용과 기대
효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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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구축의 방향.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영호, 허순임, 박실비아, 신호성, 강은정, 신광영, … 김윤희. (2007). 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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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94,
49-61.
문성웅, 황연희, 오하린. (2021).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가구 부담 의료비. 보건복지포럼, 302,
40-53.
박은자. (2021). 제2기 한국의료패널 설계와 특징. 보건복지포럼, 302, 7-16.
박은자. (2021). 한국의료패널로 살펴본 건강행동 변화(2010~2018년): 성인과 노인의 흡연, 음
주, 신체활동 실천. 보건·복지 Issue&Focus, 406, 1-8.
서제희. (2021).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복합만성질환자 유형과 의료비 분석. 보건복지포럼,
302, 17-28.
최슬기, 송은솔. (2021).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비용. 보건복지포럼, 302,
29-39.
한달선. (2021). 한국의료패널 14년의 성과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302, 2-5.

2020년
이혜정. (2020). 패널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 보건복지포럼, 286, 43-60.

2019년
김수진. (2019).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268, 74-85.
김수진. (2019).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367, 1-8.

2015년
고숙자. (2015). 노인 건강 운동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25, 28-38.
장숙랑. (2015). 한국 노인의 만성질환과 활동제한. 보건복지포럼, 225,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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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오영호. (2014). 응급의료 만족도 실태와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16, 83-93.

2012년
김동진. (2012).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외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
럼, 183, 76-89.
도세록. (2012). 의료이용통계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191, 38-48.
정영호. (2012). 한국의료패널로 본 활동제한과 미충족 의료. 보건·복지 Issue&Focus, 120, 1-8.

2011년
고숙자.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우울증을 중심으로. 보
건복지포럼, 182, 24-31.
박은자. (2011). 의약품 복약순응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9, 82-91.
박은자.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의약품 복약순응과 비용부담. 보건복지포럼, 182, 43-50.
서남규.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보건복지포럼,
182, 15-23.3.
정영호.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보건·복지 Issue&Focus, 70, 1-8.
정영호.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182,
6-14.
정영호.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보건복지포럼, 179,
64-81.
한달선. (2011).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기대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82, 2-4.
한은정.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행태. 보건복지포럼, 182, 32-42.
황연희. (2011). 한국의료패널로 본 한국 노인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보건복지포럼, 182,
51-59.

2009년
손창균. (2009). 패널조사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5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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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영호. (2008). 한국의료패널의 설문 내용 및 조사방법. 보건복지포럼, 146, 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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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간행물
2022년
김준호. (2022). 노인세대 변화와 가구원 규모에 따른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지출 구성 변화. 건
강보험연구원, 건강보장 Issue&View, vol.42, 22-29.

2021년
차예린, 박현아. (2021). 제1기 한국의료패널을 마무리하며 : 학문적 활용. 건강보험연구원, 건강
보장 Issue&View, vol.37, 22-29.
김준호, 김시헌. (2021). 과부담 의료비 발생 경험에 따른 가계경제상태 변화와 시사점 . 건강보험
연구원, 건강보장 Issue&View, vol.34, 24-29.
김준호, 김성식. (2021). 가구소득 분위 변화와 의료비 지출 현황 : 한국의료패널 1기 패널 자료 분
석 결과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장 Issue&View, vol.31, 22-28.

2020년
문성웅, 황연희, 오하린. (2020).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가구의 의료비 부담 연구, 건강보장
Issue&View, vol.27, 2-7.
문성웅, 황연희, 오하린. (2020).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가계부담의료비 및 민간의료보험, 건강
보장 Issue&View, vol.23, 4-15.

2019년
문성웅, 황연희, 오하린. (2019). 한국의료패널 현황과 활용, 건강보장 Issue&View, vol.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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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 ‧ 공공기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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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김대환. (2021).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은. (2021).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이정우, 강희종, 오승환, 조가원, 장필성, 서현정, … 송창현. (2021). 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
터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년
김지영, 이미경, 왕영민. (2020). 장애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다운. (2020).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 영향의 불평등.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윤정, 황성완, 이은환. (2020).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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