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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Health Statistics 2019 개요

□ OECD Health Statistics

○ OECD는 회원국의 보건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6월말~7월초 홈페이지를 통해  

「OECD Health Statistics」를 발표 (‘19. 7. 2일 발표)

-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또는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보건

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

-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

○ OECD는 매년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통계를 추가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를 제외하여 요구 항목을 조절

- 최근에는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하여 OECD뿐만 아니라 WHO,

EU 등이 공동으로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추세

□ ‘19년도 보건통계 OECD 제공현황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보건통계를 제출

하고 있으며, 올해는 797개 제출 요구 항목1) 중 669개 제출(83.9%*)

  * 우리나라 법과 제도 하에서는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 존재

○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

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로 산출

1) 보건의료비용과 보건의료의 질 통계 제외 항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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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요약표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1)
 최대 최소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82.7 80.7 84.2 일본 74.8 라트비아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2.8 3.8 12.1 멕시코 2.0 핀란드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2) 165.2 200.0 278.8 헝가리 119.5 멕시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2) 56.1 62.4 203.1[’15] 라트비아 32.9 스위스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2) 34.8 110.6 406.9 리투아니아 31.1 일본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 )2) 75.9 66.0 120.6 터키 29.0[’15] 라트비아

자살에 의한 사망률( “ )2) 24.6 11.7 26.7 리투아니아 2.6 터키

본인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9.5 67.9 88.5 캐나다 29.5 한국

건강 
위험요인
(건강의 
비의료 

결정요인)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ℓ) 8.7 8.9 12.3 리투아니아 1.4 터키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17.5 16.3 26.5[’16] 터키 7.6 멕시코

남성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31.6 20.2 40.1 터키 9.1 아이슬란드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33.7 59.3 74.2 칠레 25.9 일본

보건의료
자원

총 병원병상(인구 천 명당, 개) 12.3 4.7 13.1 일본 1.4 멕시코

임상의사(인구 천 명당, 명) 2.3 3.4 5.2 오스트리아 2.3 한국

임상간호사(인구 천 명당, 명) 6.9 9.0 17.7 노르웨이 2.9 멕시코

CT 스캐너(인구 백만 명당, 대) 38.2 27.8 111.5 일본 5.8 멕시코

MRI 장비(인구 백만 명당, 대) 29.1 17.4 55.2 일본 2.6 멕시코

의대 졸업자(인구 십만 명당, 명) 7.6 12.6 24.9 아일랜드 0.0 룩셈부르크

보건의료
이용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건) 16.6 7.1 16.6 한국 2.8 멕시코

치과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건) 1.5 1.3 3.2[’16] 일본 0.2 멕시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18.5 8.2 28.2 일본 3.7 멕시코

제왕절개(출생아 천 명당, 건) 451.9 265.7 531.4 터키 148.4 이스라엘

보건의료
비용

GDP대비 경상의료비(%) 7.6 8.8 17.1 미국 4.2 터키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US$ PPP) 2,870.3 3,854.4 10,206.5 미국 1,105.0 멕시코

의약품
항생제 소비량(DID) 32.0 19.1 35.3 터키 9.5 네덜란드

항우울제 소비량(DID) 22.0 63.0 141.4 아이슬란드 15.0 라트비아

장기요양 장기요양병원병상 및 시설침상 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개) 60.9 48.0 82.8 룩셈부르크 4.5 그리스

주 1) 2017년 기준.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함
2)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회원국의 전체적인 자료 제출 여건에 따라 2016년을 기준으로 함

※ 본 자료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9」에 수록된 보건통계지표 중 사회적 관심이 높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제출하여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선정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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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표 작성 기관 

분야 지표명 작성 기관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통계청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 )

자살에 의한 사망률( “ )

본인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질병관리본부

건강 위험요인
(건강의 비의료 

결정요인)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ℓ) 한국보건사회연구원1)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질병관리본부남성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보건의료자원

총 병원병상(인구 천 명당, 개) 보건복지부

임상의사(인구 천 명당,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간호사(인구 천 명당, 명)

CT 스캐너(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인구 백만 명당, 대)

의대 졸업자(인구 십만 명당,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2)

보건의료이용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건)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제왕절개(출생아 천 명당,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비용
GDP대비 경상의료비(%) 연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US$ PPP)

의약품
항생제 소비량(DI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우울제 소비량(DID)

장기요양 장기요양병원병상 및 시설침상 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개) 보건복지부

주 1) 주류소비량은 국세청「국세통계연보」를 가공하여 산출함

2) 의대 졸업자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를 가공하여 산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