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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예방접종등록 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접종등록자료의 정확성, 중복성, 등록률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접종데이터 미등록 현황, 중복데이터, 누락데이터, 오류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 정보시스템

의 접종등록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오류기준안을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수립을 제안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ccuracy duplication and register rate of the vaccination registration data in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were evaluated and analyzed. Through which undocumented vaccination status data, 
duplicate data, missing data, errors data into the vaccination registration data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quality 
control for the vaccination registration database quality improvement, were proposed for standard error check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validation of a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th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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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6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서비

스의 질적 향상, 기록과 감시, 평가 및 연구 등을 목적으

로 피접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접종시기, 접종백신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하는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하여 예방접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접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
2015년도부터 예방접종률이 조사통계에서 보고통계

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의 활용

성이 기억/회상(Recall/Remind)서비스 제공, 접종전 기

록조회 등에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별(보건소) 예
방접종률을 산출하거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

대상자를 찾아 접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인적사항의 

전산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누락된 접종내역을 보완할 

수 있는 등 보다 등록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매년 구축·활용되는 데이터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업무의 다양화로 데이터베이스 활용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확보가 전제되

어야 한다. 예방접종등록 정보시스템에서 오류데이터 

문제가 개방·공유·협업 기반의 저해요소로 작용될 우려

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예방접종등록정보시스템에 구

축되어 있는 자료 중 2012년 출생아의 접종 등록 자료

의 정확도, 타당도 등을 평가 및 분석하여  자료의 정확

성, 중복성, 충실성, 완결성, 등록률, 누락자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입력항목을 예방접종에 필요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타당도 평가를 하여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Ⅱ. 국내외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현황

2.1. 미국

미국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은 예방접종 수준 모니터

링, 기억/회상 서비스 제공, 백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3].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표준화된 자료 질 평가 방법을 

개발, 실행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

고 있다. 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등록체

계의 자동 중복성 체크 과정을 통해 민감도와 특이도 

계산하고  등록체계 데이터베이스 내 중복자료 분율(%) 
평가한다[3,4].

2.2. 호주

호주의 소아 예방접종등록체계는 인구집단에 근거

한 등록체계로서 소아 예방접종률의 감소에 대응하고 

예방 가능한 소아 질병의 증가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

하여 개발되었다[5].

2.2.1. ACIR
ACIR(Australian Childhood Imminisation Register)

은 호주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소속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이하 아동

의 국가예방 접종 과 기타 예방접종, 그리고 해외 접종 

기록을 등록 및 관리한다[5].
7세 이하의 아동이 Medicare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ACIR에 자료가 등록되며, Medicare 미등록 아동은 의

사 또는 예방접종 제공자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접종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가 등록된다.
ACIR 자료의 정확성은 입력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별도의 품질관리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입

력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며, 
불확실한 데이터는 입력 주체에게 환류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는 예방접종 제공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데이

터 전송이 필수적이다. 모든 예방접종 제공자는 최소 

주단위로 자료 제출이 권장되고 예방접종 정보의 지연 

제출은 부모에게 제공되는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 
Payments)의 수급 자격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2.3. 국내 

한국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은 예방접종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록과 감시, 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2000년 6월
부터 예방접종 등록프로그램을 전국의 보건소에 설

치하여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하기 시작하였

다[6].
2002년∼2005년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인프라 구축, 

접종기록 표준화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표준모

듈 보급하였고  2006년∼2009년 예방접종 등록 데이터



예방접종등록 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1153

의 활용하여, 예방접종일정안내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부터는 전자정부 사업을 통한 범부처 예방접종 통합관

리체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6].

표 1. 국가예방접종 일정표

Table. 1 National Immunization Schedule

vaccine 0
months

1
months

2
months

4
months

6
months

12
months

15
months

18
months

24
months

BCG 1 
times

HepB 1st 2nd 3rd
DTaP 1st 2nd 3rd 4th
IPV 1st 2nd 3rd

MMR 1st
Var 1 times

JE-killed 1st∼3rd
JE-live 1st∼2nd

Hib 1st 2nd 3rd 4th

표 1과 같이 국가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

접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7].

Ⅲ. 예방접종 등록정보 시스템 평가 및 분석

3.1.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 표준코드 세부내역

3.1.1. 피접종자(환자) 정보

피접종자 환자 정보는 피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개

인정보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관리 주체 의료기관, 기
억/회상 서비스, 이상반응 추적 관리 등에 사용한다. 환
자정보 데이터는 사용자 입력에 의한 필수와 선택 값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

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보유한다.

3.1.2. 접종내역

접종내역 정보는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 정보로 

접종시기, 접종방법, 사용백신 등 접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종정보 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값보다,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되는 값이 

많고, 대부분 사용자 입력값도 기준값을 제시하여 사용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된다.

3.1.3. 백신정보

백신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백신정

보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백신정보를 계

속 갱신하여 사용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한 백신

정보는 시스템 사용자가 로트번호 선택만으로 그 백신

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감염병과 접

종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3.2. 2012년 출생아 예방접종 등록 현황

2012년 출생아 중 2014년 9월까지 등록된 자료를 기

준으로 국내 거주 확인된 내국인 대상자 482,608명이

며, 이 중 예방접종등록 현황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2012년생의 월령은 21개월(2012년 12월 출생아)〜 32
개월(2012년 1월 출생아)로 일본뇌염 사백신, 생백신의 

경우 2014년 9월 기준으로 접종시기(12개월〜36개월)
가 종료되지 않아 9월까지 접종완료한 접종현황만을 파

악하였다.

표 2. 2012년 출생아 예방접종 등록현황

Table. 2 Vaccination registration status of the 2012 birth 

classification 1st 2nd 3rd 4th 계

BCG 460,301 x x x 460,301
HepB 469,472 475,437 473,384 x 1,418,293
DTaP 475,440 474,355 472,391 449,908 1,872,261
IPV 475,387 474,345 472,351 231 1,422,314

MMR 471,083 486 x x 471,569
Var 468,781 x x x 468,781

JE-killed 432,205 428,454 239,076 18 1,099,757
JE-live 34,730 153 x x 34,883

Hib 459,815 453,157 440,260 435,378 1,788,610

 The recommended vaccination at 24-35 months

3.3. 데이터 입력오류 분석

데이터 입력오류는 피접종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전
화번호, 문자수신동의여부, 전자우편 등에서 발생데이

터 입력 오류는 사용자가 값을 집적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대부분 정해진 값이 아닌 주민등록번

호 또는 이름과 같은 개별정보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표 3은 입력오류 발생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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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입력오류 발생 유형

Table. 3 The type of input error 

Item Type

name  - This occurs according to the system character 
set different from each oth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Material differences in the past at least six 
months between the actual date of birth and 
social security number

Phone No  - Missing Phone Number
 - An error data by entering the same number

SMS  
Agreement

 - Caused by typing 'Y' as the default value.
 - Caused by  phone number changes

email  - Data entry that does not meet the e-mail form.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은 2002년부터 입력오

류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며, 현재 발생하는 입력오류는 

사용자가 임의의 값을 의도적으로 넣거나 시스템 내부

에서 데이터 처리과정, 공백문자 발생 등 사용자 입력 

과정보다 시스템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은 2002년부터 입력오

류에 대해 검증을 하여 입력되는 오류 유형에 따라 차

단을 하였고, 사용자 임의의 입력을 최소화하고 기본값

을 제공하여 오류에 대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오류에 대해

서는 오류 패턴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별도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데이터 입력 통제는 입력자가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할 때, 부정확한 데이

터를 탐지하여 입력 절차에 제한을 두어 입력자가 부정

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3.4. 데이터 내용오류 분석

데이터 내용오류의 발생은 사용자보다 시스템 내 다

양한 기능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으

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수정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표 4는 내용오류 발생유형이다.
입력데이터 내용오류 유형에는 동일접종에 대해 접

종차수 중복과 접종일 중복, 접종일 오류, 백신유효기

간 오류가 있다. 접종정보 기준안에는 로트번호, 아기

구분값, 개월 수, 피접종자구분, 전산등록일자, 접종코

드, 접종날짜 및 차수, 접종연령 미준수, 접종간격 미준

수 가 포함되어야한다.

표 4. 내용오류 발생 유형

Table. 4 The type of content error

Item Type

 duplication 
vaccination

 - Duplication  order
 - Duplication  vaccination date

vaccination 
date error

 - Error of the vaccination date for the same 
inoculation(Error of earlier date and later 
date)

vaccine 
expiration 
date error

 - Registered in the registration system in the 
expired vaccination vaccine expiry date

same vaccine 
duplication  - All duplication the same vaccine vaccination

내용 오류는 위에서 언급한 유형 이외에도 다른 변수

에 의해서 더 많은 유형이 존재할 것이며, 입력오류와

는 달리 다른 데이터와 연관관계 까지 고려해야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 오류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면 시스

템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외부 시스템으로부

터 등록되는 예방접종 데이터는 항상 내용오류 유형에 

맞는 시스템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다.
데이터 흐름 통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력 통제와 유사하게 부정확한 데이터가 발생될 수 있

고 업무규칙 측정 결과, 오류 데이터 발생 원인이 데이

터 흐름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스 대 타깃 매핑 분석, 소
스 데이터 추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오류의 

원인이 흐름과정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된다.

3.5. 개선방안

데이터의 입력 과정에서 수기 입력을 허용하는 데이

터 항목은 항상 입력자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에서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필

수 입력 값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입력자가 기피하거나 

꺼려할 수 있어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입력자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 항목을 무의미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할 수도 있다.
정보시스템의 테스트를 위해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

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정상가동한 후에 테스트 데이터

를 삭제하지 않아서 무의미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입력 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입력 통

제 방식이 미비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무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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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건을 방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입력 통제 방식

은 적절하였으나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트랜

잭션 처리 로직의 설계 미비로 인해 NULL이나 중복된 

값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개체

의 내재적 속성은 시점의 변화와 무관하게 초기 데이터

가 정확히 입력된 경우, 지속적인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항목의 변경 주기를 고려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관리가 필요

한 데이터 항목은 적절한 재검증 시기와 주기를 사전에 

정의하여 이력 변경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접종등록 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생산 주체

가 병의원, 보건소의 의료 인력이 예방접종 관련 정보

의 입력으로 데이터가 최초 생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예

방접종 등록의 특성상 정형화 할 수 없는 입력 중심의 

텍스트성 데이터가 많아 예방접종등록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로 인해 저품질의 오류 데이터 입력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입력주체를 대상으로 입력 오류 및 사전 검증 체계 교

육 등이 필요하며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등 메타데

이터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논리 모델 작성부터 물리 데이터베이스 

적용 시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절차 및 체계의 수립과  

입력 데이터에 대한 통제 기준 및 사전 및 사후 검증 필

요가 있다. 전사 차원에서 관리할 통합 코드 관리 체계

가 필요하며,  데이터 표준 용어, 단어의 정의 및 현행화

가 필요하며, 데이터 도메인의 보완 하여  null 값의 적

용 기준, 기본값의 정의, 컬럼별 도메인 정의 및 인포 타

입의 보완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예방접종률은 예방접종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매우 예민한 지표

이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조치

가 가능한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2015년부터는 예방접

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를 활용한 접종률 

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예방접종등록정보시스템에 구

축되어 있는 자료 중 2012년 출생아의 접종 등록 자료

의 정확도, 타당도 등 평가 및 분석하여  자료의 정확성, 
중복성, 충실성, 완결성, 등록률, 누락자 현황 등을 파악

하고 입력항목을 예방접종에 필요한 필수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타당도 평가를 하여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의 등록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국가 예방접종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

용 가능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예방접종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국가 예방접종률 산출하여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 시스템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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