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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국내에서도 만성병의 유병율 및 만성병으로 인한 사망비중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병 증가의 문제는 의료비증가, 요구의료수준의 증

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국가 만성병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본 연구에서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 및 만성병 등록시스템 구축

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임상의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중점관리 

만성병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각 질환별 적합한 감시체계 설계 및 실

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 다.  

우선관리 필요 1순위 만성병을 의사들은,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중풍

(뇌혈관질환), 심장병 등으로, 일반인들은 심장병, 당뇨병, 소화성궤양/위염, 

고혈압으로 답하 으며 우선순위 결정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사들은 

사회적 비용지출과다, 일반인들은 유병율을 선택하 다.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중풍(뇌혈관질환), 심장병등 우선관리필요 만성

병의 질환별 감시체계로 적합한 것은 능동적 자료수집에 의한 등록사업이 

선택되었고, 자발적 등록과 외적 인센티브가 결합된 형태의 C/S방식의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한 진행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만성병감시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의사들은 ‘환자관리 및 

진료에 유용한 등록프로그램’과 ‘정부차원의 feedback'을 선택하 고, 문제

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간이 없고 번거로움, 판별기준 및 입력사항 모호 

등이었다. 또한 만성병감시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질병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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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유병율 등의 역학관련 정보의 획득 가능성과 정보의 공유 등이었다. 

본 연구는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 및 만성병 등록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기초연구로 우선관리 필요 만성병의 순위, 우선순위 결정요인, 질

환별 감시체계의 종류, 등록사업의 방법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사들 

및 일반인들의 실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 국가만성병 감시체

계구축에 필요한 정책결정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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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평균

수명의 증가는 질병양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망원인도 전염병에서 만

성병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 자료에 의하면 1970년

대 이후부터 급성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사인구조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2년의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

는 암(1위), 뇌혈관질환(2위), 심장질환(3위), 당뇨병(4위), 만성하기도 질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5위) 순으로 5대 사망원인(암, 뇌혈관질환, 심장질

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이 전체 사망의 57.3%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통계청, 2002). 전염성 질환과

는 달리 만성병은 그 원인이 구명되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나 예방방

법이 수립되어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연령증가와 비례하여 발

생하는 만성병은 노령인구의 증가 때문에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

병 증가의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의료비

의 증가, 요구하는 의료수준의 증가, 만성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등 만성병과 관련된 대책수립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만성병은 위험요인(흡연, 음주, 비만) 차단과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관리수단이며, 대부분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의학적 접근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협조가 필요하며, 만성병중 상당수(치매, 



- 2 -

정신질환, 중증 외상환자)는 재활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수

가체계등 제도상의 미흡과 수익성 때문에 민간의료부분은 진입을 기피하여 

대부분 가족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만성병의 관리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이원 , 2002).

  만성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하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질병의 발생규모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등을 파

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기초적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의료보험 청구자료 이외에는 전국적인 발생규모를 대표할 만한 

질병 통계자료가 없으며 의료보험 자료 역시 진단 정확도가 높지 않고 자료 

수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이건세, 1995). 질병발생규모

와 분포 및 그 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질병감

시체계인데, 보건의료분야의 감시체계는 기본적으로 경향(추이) 또는 분포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감시대상 질환을 

평가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Halperin 등, 1992, Teutsch 등, 

1994).  감시체계 방법 중 문제 질환을 좀더 철저히 연구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직업인끼리 약속해서 수행되는 등록사업은 협조만 잘되면 많은 비

용과 노력이 절약되며, 매우 훌륭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등록

을 통해 모여진 자료는 전문가에 의해 분석되고 해석되어 개원의 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원으로 되돌려 보내지기 때문에 많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

에서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김정순 등, 1994). 만성병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의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한 효용성은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된 바 있

는데, 질병관리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를 증진시키고, 입원률을 감소시키며, 

비용 효율적이었다(MaAlister et al, 2001 ; Philbin EF,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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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만성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성병 감시체계구축은 더 이

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 그러나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만성병 발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발생양상과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국민들의 의료이용 양상과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에 적합한 만성병 

감시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당뇨병, 관절염, 뇌혈관질환등 주요만성병의 등록사업을 시행한

다고 발표, 시행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 및 만성병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임상의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중점관리 만성병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각 질환별 적합한 감시체

계 설계 및 실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만성병 등록시스

템의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로 선진국 사례 고찰, 의사 및 일반인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국가중점관리 만성병 선정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각 질환

별 적합한 감시체계 설계 및 실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존 만성병 감시체계 및 등록시스템의 현황을 조사·분석 한다. 

둘째, 외국의 선진 만성병 감시체계 특히 등록시스템의 분석 및 운 실태를  

      조사한다.

셋째, 임상의 및 일반인 대상 설문을 시행하고, 문헌고찰 결과 등을 취합

      하여 국가 중점관리가 필요한 만성병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넷째, 각 질환별 적합한 감시체계 설계 및 실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다. 



- 5 -

Ⅱ. 이론적 배경

1. 만성병의 정의  

 김정순 등(1996)은 만성병을 ‘만성퇴행성질환이란 급성 전염성질환에 

대응되는 질환군으로서 만성경과를 취하면서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 질병

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 다.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를 취한다.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악화가 거듭될 때마다 병리적 변화는 커지고 생리적 상태로의 복귀는 적어

진다. 그래서 불치병이다. 

③ 퇴행성이란 용어가 의미하듯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은 연령증가에 

비례하여 그 유병률이 증가한다. 

④ 감염성 병원체가 알려진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고는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⑤ 기능장애를 동반한다.  

 미국의 국민건강조사(National Health Survey) 초기 용어의 실질적 정

의를 정리한 부분을 보면 만성병(Chronic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를 설정하 으며, 

①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병 후 3개월이 넘어도 낫지 않는 병이다. 

② 실제 이환기간에 관계없이 질병의 자연사적 특징에 따라 처음부터 만

성병으로 분류해놓은 34가지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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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급여일수 365일 제한과 관련하여 예외

를 적용받는 만성병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0호(2002.6.10)에서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1. 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2. 당뇨병(E10 내지 E14) 

    3.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G40 내지 G41) 

    4. 호흡기결핵(A15 내지 A16, A19) 

    5. 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7, I30 내지 I52) 

    6. 대뇌혈관질환(I60 내지 I69) 

    7. 신경계질환(G00 내지 G37, G43 내지 G83) 

    8. 악성신생물(C00 내지 C97, D00 내지 D09) 

    9. 갑상선의 장애(E00 내지 E07) 

    10. 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

        (B18, B19, K70 내지 K77) 

    11. 만성신부전증(N18)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ICD-10분류)에 의한 만성병 52종은 부록 1

에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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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만성병의 개관 

가. 사망률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위생 및 양개선, 보건의료기술

의 발전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급성전염성 질환의 격감, 수명연장으로 인

한 노령인구의 증대와 생활양식의  변화, 공업가속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만성병의 두드러진 증가를 낳게 했다. 사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인

구조가 선진국과 비슷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표 1은 사망원

인에 나타난 우리나라 인구의 연대별, 특정질환군별 상대빈도이다(김정순 

등, 1994). 

표 1. 연대별, 특정 질환군별 사인의 상대빈도       

(단위:%)

1942 1965 1979 1985 1989 1990 1993

사인별 

사망률

전염성질환 18.2 14.8 6.5 6.2 4.6 2.9 2.6

만성퇴행성질환 - - 56.3 59.1 74.6 75.9 72.0

사고 및 손상 - - 10.2 11.6 14.9 15.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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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1992년과 2002년의 사망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2년

의 경우 가장 높은 사인은 암(악성신생물)이 110.7로 가장 높고 뇌혈관 질

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순이다. 지난 1992년과 비교시 10

대 사인 중 최근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인

은 암(20.0명)이며, 그 다음이 당뇨병(11.6명), 만성하기도 질환(9.7명), 자

살(9.4명) 순이고,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인은 고혈압성질환(-16.8

명), 운수사고(-15.3명), 간질환(-9.6명), 심장질환(-5.8명), 호흡기 결핵

(-3.3명) 순이었다.  사인순위는 당뇨병(7위→4위), 만성하기도질환(8위→5

위), 자살(10위→7위)이 각각 3단계 상승하 고, 운수사고는 4단계(4위→8

위), 고혈압성질환(6위→9위)은 3단계, 간질환(5위→6위), 호흡기결핵(9위→

10위)은 1단계 하락하 다(통계청, 2002).  

표 2. 최근 10년간 사망률 변화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명
1992 2002 증감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암(악성신생물) 1 110.7 1 130.7 - 20.0

뇌혈관 질환 2 80.3 2 77.2 - -3.1

심장질환 3 43.0 3 37.2 - -5.8

당뇨병 7 13.5 4 25.1 3 11.6

만성하기도질환 8 12.9 5 22.6 3 9.7

간질환 5 31.6 6 22.0 -1 -9.6

자살 10 9.7 7 19.13 3 9.4

운수사고 4 34.4 8 19.12 -4 -15.3

고혈압성질환 6 27.4 9 10.6 -3 -16.8

호흡기 결핵 9 9.9 10 6.6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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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주요만성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변

동을 본 것인데 악성신생물,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의 지속

적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통계청, 2002). 

그림 1. 주요사망원인의 연도별 추이 

나. 유병율 

사망률외 우리나라에서 만성병의 유병률은 1989년 이래 3년 주기로 국

민건강에 관한 표본 인구조사 실시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데, 1998년부터는 

건강조사에 기존의 『국민 양조사』를 통합하고 검진조사를 추가하여 『국

민건강‧ 양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면접조사를 통해 산출된 

국내 연간 만성병의 유병률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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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간 의사진단 연령별 만성병 유병률

(단위:명/인구1,000)

질병명      전체(N)　

 관절염 63.93 (2,483)

 고혈압 57.68 (2,185)

 치아우식증 55.04 (2,107)

 위염, 소화성궤양 48.7 (1,848)

 알르레기성비염, 만성비염 36.93 (1,384)

 요통,좌골통 34.96 (1,342)

 당뇨 25.52 (979)

 디스크 21.6 (838)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사고 및 중독의 후유증
17.87 (677)

 신경통 17.28 (673)

 치주질환및치경부마모증 13.38 (506)

 기타 13.27 (502)

 천식 12.87 (478)

 편두통, 만성두통 12.7 (484)

 아토피성피부염 11.97 (449)

 골다공증 11.55 (454)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9.92 (384)

 빈혈 9.87 (381)

 백내장, 녹내장 9.83 (380)

 기타심장질환 9.43 (357)

 치질, 치핵 8.99 (338)

 진균증 8.77 (331)

 만성간염, 간경화 8.12 (304)

 축농증 7.87 (305)

 뇌졸중 7.84 (288)

 갑상선질환 6.72 (249)

 협심증, 심근경색증 6.33 (240)

 변비 5.34 (208)

 만성중이염 5.33 (2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3.89 (155)

 양성신생물 3.41 (127)

 전립선질환 3.03 (53)

 저혈압 2.5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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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증 2.53 (96)

 우울증 2.24 (84)

 결핵, 폐결핵 2.08 (81)

 기타 1.53 (56)

 자궁암 1.47 (27)

 방광염, 요도염 1.47 (57)

 기타악성신생물 1.32 (51)

 위암 1.29 (48)

 폐경기전후장애 1.24 (24)

 신석증,요로결석증 1.18 (44)

 난청 1.02 (41)

 만성신부전, 신질환 0.99 (40)

 간질 0.91 (34)

 유방암 0.86 (16)

 치매 0.81 (30)

 불면증 0.74 (27)

 장암 0.67 (27)

 폐암 0.35 (12)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 접촉에 향을  

 주는 요인
0.28 (10)

 간암 0.26 (10)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0.22 (9)

주: 1) (연간 의사진단 만성병유병건수 ÷ 전체대상인구 ) ×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ㆍ 양조사-만성질환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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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간 본인인지 연령별 만성병 유병률

(단위: 명/인구 1,000)

 질병명      전체(N)　

 관절염 77.74 (3,017)

 치아우식증 66.22 (2,550)

 고혈압 58.98 (2,239)

 위염, 소화성궤양 53.85 (2,044)

 요통,좌골통 48.62 (1,866)

 진균증 47.7 (1,828)

 알르레기성비염, 만성비염 41.63 (1,565)

 당뇨 25.85 (992)

 기타 25.74 (982)

 신경통 24.95 (971)

 편두통, 만성두통 23.48 (907)

 디스크 22.93 (892)

 손상,중독및 외인에 의한특정,사고 및   

중독의 후유증
21.91 (835)

 변비 20.04 (773)

 치질, 치핵 19.88 (764)

 치주질환 및 치경부마모증 16.55 (629)

 빈혈 15.81 (609)

 천식 14.41 (538)

 아토피성피부염 13.35 (499)

 골다공증 12.1 (479)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11.26 (434)

 백내장, 녹내장 10.48 (405)

 기타심장질환 10.35 (393)

 축농증 9 (351)

 뇌졸중 8.61 (317)

 만성간염, 간경화 8.31 (311)

 갑상선질환 6.93 (2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6.67 (262)

 협심증, 심근경색증 6.54 (248)

 만성중이염 5.63 (214)

 양성신생물 3.46 (129)

 우울증 3.23 (123)

 신경증 3.13 (120)

 저혈압 3.0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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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질환 3.03 (53)

 결핵, 폐결핵 2.11 (82)

 방광염, 요도염 1.6 (62)

 자궁암 1.47 (27)

 폐경기전후장애 1.4 (27)

 기타악성신생물 1.32 (51)

 치매 1.31 (49)

 신석증,요로결석증 1.3 (48)

 위암 1.29 (48)

 난청 1.12 (45)

 만성신부전, 신질환 1.05 (42)

 간질 0.91 (34)

 불면증 0.88 (33)

 유방암 0.86 (16)

 장암 0.67 (27)

 폐암 0.35 (12)

 기타 0.3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접촉에  

 향을 주는 요인
0.28 (10)

 간암 0.26 (10)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0.22 (9)

주: 1) (연간 본인인지 만성병유병건수 전체대상인구 )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ㆍ 양조사-만성질환편」, 2002.　

Sourc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Chronic 

Diseases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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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성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효율적인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발

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국민경제가 어느 정

도의 경제적 부담을 갖는지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정 호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2001년도 5대 사망질병(암, 뇌혈관질

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총 15조 

970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질병별로는 암(악성신생물)이 약 7조 7358억원

으로 가장 높은 총 비용이 발생하 고, 간질환이 2조6201억원, 뇌혈관질환

이 2조 3138억원, 심장질환 2조 1417억원, 당뇨병이 1조 1588억원으로 분

석되었다. 비용의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진료비가 약 2조 2807억원, 간병비

가 약 2915억원, 외래방문에 따른 교통비는 약 918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은 약 12조 9202억원, 작업시간상실

에 따른 작업손실비용은 약 38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용의 

종류 및 정의는 표 5와 같다. 

또한 주요 만성병의 보건학적, 경제적 문제의 크기를 건강보험진료비를 

근거로 산정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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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용의 종류 및 정의 

비용의 정의 개념적 정의

직

접

비

용

직접의료비
외래진료비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입원진료비

직접비의료비
외래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방문에 소요된 교통

비

간병비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

간접비용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제적 비용

작업손실비용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및 내원시 작

업손실에 따른 비용

표 6. 주요 만성병의 보건학적, 경제적 문제의 크기 

부문 만성병
사망수

(총사망자중 점유율)

건강보험진료비

(총진료비중 점유율)

악성종양
위암,자궁경부암,대장암,간암,

유방암,폐암
59,020 (23.9) 8,432억원(7.9)

심혈관계질환 고혈압,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 58,554 (23.7) 11,127억원(10.4)

내분비계질환 당뇨병 11,806 (4.8) 2,448억원(2.3)

정신신경계질환 정신분열증,우울증,치매 6,432 (2.6) 2,933억원(2.7)

전염성질환 간염,결핵,에이즈 3,997억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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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감시체계 

가. 질병 감시체계의 정의와 목적 

 질병감시체계는 전염병 감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급, 만성 전염

병 뿐 아니라 만성병과 사고 및 손상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방법론이다(Thacker 등, 1992 ; 권준욱, 1993; Berkelman 등, 

1997).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질병감시체계를 공중보건프로그램을 기

획, 실행, 평가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에 제공해주는 것이며, 또

한 감시체계의 전 과정에서 산출한 자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이용하도

록 연계되어야 한다(CDC, 1988)고 정의하 다. 

질병감시체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정보

의 전파,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Eylenbosch, 1988). 따라서 질병 감시체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자료의 전파와 되먹임(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감시체계는 기본적으로 질병의 경향(추이) 또는 분포의 변화를 감

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감시대상을 평가하거나, 예

방,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일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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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시체계의 종류 

감시체계의 기본모형은 감시하고자 하는 질병의 특성 및 지리적, 인구학

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감시체계를 여러 가지 분류방법 가운

데 자료의 수집방법과 자료 원천에 따라 분류하면 표 7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Halperin 등, 1992; Stroup 등, 1994).

표 7. 질병감시체계의 종류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구분 자료 원천에 따른 구분 

수동적 감시 (passive surveillance)

신고 (notifiable disease or condition)

생정통계(vital statistics)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능동적 감시 (active surveillance)

등록(registry)

조사(survey)

입원자료(administrative data)

1)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구분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수동적 감시(passive or provider-initiated 

surveillance)와 능동적 감시(active or health department-initiated 

surveillance)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합하여 수정한 확장된 수동적 감시체계(enhanced passive surveillance 

system with active follow-up of each case)가 채택되고 있다(Gregg 등, 

1996).

수동적 감시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료제공자의 보고에 의존하는 감시체계

로 법적 강제성을 이용하기도 하나, 자료제공자의 협조와 전체 보건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보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으

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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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감시체계는 질병발생을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하는 감시체계로 법적, 제도적 장치, 대중매체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완

벽한 자료수집이 요구되는 특수한 대상 (예: 천연두)의 감시에 사용된다. 

 

2) 자료 원천에 따른 감시체계 

   자료원천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제적인 신고절차에 의한 감시

(notifiable disease or conditions), 생정통계에 의한 감시 (vital 

statistics), 표본질병감시 (sentinel disease surveillance), 등록에 의한 감

시 (registry), 조사에 의한 감시 (survey)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적 신고절차에 의한 감시는 신고대상 질병목록을 작성하여 모든 의

료인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예

상치 못한 문제 또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나, 보고율을 높이기 어

렵고 보고자들에게  동일한 진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생정통계에 의한 감시는 출생, 사망 또는 이와 관련된 상태를 감시하는 

데 유용한 감시체계로 출생, 사망신고서에 기록된 자료의 양과 질에 의존하

게 되고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표본질병감시는 가능한 자료제공원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으

로 자료수집의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으나 지리적, 인

구학적 변이를 고려할 수 있는 규모의 표본이 필요하다. 비교적 흔한 질병

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수집 방법에서는 능동적/수동적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한사람의 정보를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함으로 개인별로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등록에 의한 감시는 근본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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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이며, 병원을 기반(hospital based)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

(population based)으로 한다. 병원중심 등록은 병원에서 특정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지역사회 중심 등록은 지리학

적으로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특정질환으로 진단받은 모든 사람들

의 정보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암, 선천성 기형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질병

에 대한 등록 외에 질병에 대한 등록 외에 몇 가지 다른 등록시스템이 있다. 예

를 들어 mammography 또는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와 같은 

특정 의학적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과정등록

(procedure registry)과 작업장 또는 환경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해 질

환에의 위험도가 큰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노출등록(exposure 

registry)이 있다. 유전성질환에의 높은 유병율을 가진 가족들의 등록도 노출등

록의 한 형태이다. 

조사(survey)는 일회적이라는 점이 감시체계와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지

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는 감시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다. 감시체계에서 산출할 지표와 수집할 자료 

 1) 감시체계에서 산출할 지표 

지표(indicator)란 변화나 이동을 기록하거나 정보를 보여주는 도구를 의미

한다(Eylenbosch 등, 1988). 보건분야에서의 지표는 건강상태 또는 이와 관련

된 요인의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를 의미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이루어

진 정도를 말한다. 보건분야에서의 사용되는 지표는 통계자료를 의미하는 것으

로 대부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WHO,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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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상태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 보건의료 공급과 관련된 지표

     - 보건정책 지표 

     - 사회적, 경제적 지표 

만성병과 관련하여 OECD나 WHO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지표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못한 편이다. OECD 요구 통계항목을 살펴보면 에이즈 환자수, 암환

자수 및 발생률(10만 명당)(모든 유형암(남, 여, 전체), 결장암(남, 여, 전체), 폐

암(남, 여, 전체), 여성유방암(여성), 경부암(여성), 전립선암(남성)), 진단범주별 

평균입원기간, 혼합예별 평균입원기간, 진단범주별 퇴원율, 혼합예별 퇴원율, 질

병의 직접비용, 사망원인별 사망률 등이다 (OECD, 2001). 

또한 WHO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의 주요 

수록 내용을 보면 인구 및 인구변화, 사망률, 성 및 연령별 사망원인, 성 및 연령

별 아사망원인,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성별 선택된 원인에 대한 (연령)표준

화 사망률 등이다. 그리고 WHO의 The world health report의 통계수록 내용

은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부양비, 60세 이상 인구비율, 합계출산율, 5세 이하 

인구, 15∼59세 인구, 평균수명, 사망률 및 성별 원인별 사망, 건강기대여명, 국

민보건계정 주요지표 등이다. 

2) 감시체계에서 수집할 자료 

질병감시체계는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일관적인 자료수집과정이 가장 큰 특징

이다. 서일 등은 국가 심혈관질병 감시체계에서 최종 산출물을 얻기 위해 필요

한 자료의 종류를 표 8과 같이 기록하 다(서일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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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심혈관질환 감시체계에서 수집할 자료 

구분 수집할 자료

진단확인을 위한 자료

증상 ; 발생 및 지속시간, 특징, 부위, 증상발생시 환

경, 의식상태 

검사소견 : 심전도, 효소, 신경학적 검사, 상진단

병력 : 이전의 심혈관질병 진단, 위험요인, 가족력

생존여부

환자확인(재발 및 중복감별)

을 위한 자료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의료

기관, 의무기록번호, 과거력 

의료비 소요규모 산출을 

위한 자료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 및 

치료방법, 의료보험 종류

중증도 분류를 위한 자료 
입원기간, 입원시 상태, 퇴원시 상태, 진단 및 치료

방법, 심폐소생술 시행 

4. 국내외  만성병 관리 현황 

가. 국내 만성병 관리 현황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가적인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질병은 법정 전염병

과 악성종양(암)이다. 법정 전염병은 의사들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써 전염병의 증가와 새로운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막고 조

기에 유행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암은 현재 수련병

원 이상의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된 모든 암환자의 자세한 정보를 등

록시키는 것으로 전염병감시와는 달리 변화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질병의 규모

를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밝히려는 학문적인 목적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만성병의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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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예방을 위한 사업 

  만성병의 1차 예방은 원인이 알려진 극히 일부질병과 반복된 연구에서 

위험요인이 확정된 수개 질병에 한해서 가능하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B 형

간염예방접종, 폐암예방을 위한 금연,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위험요인인 비만을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이 그 예인데, 현재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세계보

건기구의 추천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정기 예방접종 항목으로 규정하여 시행중

이며, 금연캠페인은 정부차원이라기보다 민간보건단체 - 금연협회 등-이 주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2차 예방을 위한 사업 

  한국건강관리 협회에서 전국 13개소의 성인병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이상상태 발견시엔 선별적으로 2차 검진을 함으로써 증상발현 이전 

질병의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한 대학입학시나 회사입사시 

시행하는 집단검진이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장에서 직업병 검색을 위한 건강검

진도 점차 정착되어가면서 여러 만성병의 조기 발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암등록사업은 대한암학회가 1966년 창립되어 1975년부터 전국 수련병원

을 대상으로 암등록사업을 시작하 다. 첫해인 1975년에는 22개 수련병원이 

자료를 제출하 으나 1976년에는 9개 병원이, 2년 뒤인 1977년에는 1개병원

으로 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후 세계보건기구의 종용으로 병원암등

록사업은 1980년부터 다시 실시되어 왔으며, 그 동안의 노력으로 지금은 

실제 암발생의 80%를 망라하는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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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예방을 위한 사업 

 우리나라는 아직 만성 질병자, 특히 중풍에 의한 마비환자나 치료를 마친 

정신질환자를 재활시켜 사회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재활시설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사회복귀시설확

대 설치‘, 정신요양시설 운 비 현실화 및 환경개선’을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2)

4) 만성병 통계생산 현황 

 만성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질환의 경향(추이) 또는 분포의 변

화를 감지할 수 있는 통계지표의 생산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만성질환관

련통계 생산에 활용되는 자료는 국민건강‧ 양조사와 같은 조사에 의한 자료, 

사망원인통계와 같은 신고에 의한 자료, 암등록통계와 같은 등록에 의한 자료, 

건강보험자료와 같은 사회보장관련 수집자료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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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만성병관련 통계명 및 생산가능 자료원 

통계명 생산가능 자료원 

전체만성질환유병률
※

국민건강조사

유병률 국민건강 양조사 (면접조사, 검진조사)

사망률 통계청, 사망신고자료

발생률 암등록자료

평균입원기간 환자조사, 건강보험자료

평균입원비용 건강보험자료

완치률 병원조사자료, 암등록자료 

생존율 암등록자료 

입원율 국민건강조사자료

연간치료비용 국민건강 양조사, 건강보험자료

치료경험률 국민건강 양조사

평균, 표준편차 등 국민건강 양조사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 국민건강‧ 양조사 

국민건강‧ 양조사는 1989년부터 매 3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1998년부터는 건강조사에 국민 양조사를 통합하고, 건강검진조

사를 추가하여 실시하 다. 1998년에는 전국의 200개 조사구에서 13,523

가구를 조사하 으며, 면접조사에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ICD-10

분류에 의한 만성질환 52종에 대한 연간 유병률이며, 검진조사에서는 고혈

압, 신‧간질환관련, 당뇨병, 고지혈 유병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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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신고자료

통계청에서는 사망신고시 첨부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매년 사망원인을 분

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동 자료를 이용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산출이 가능하다. 

다) 환자조사

1953년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질병상해 통계조사⌋를 시초로 하

고 있는 환자조사는 1985년까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86년부터는 

조사명칭을 환자조사로 변경하고 조사주기를 2년으로 하는 정기조사로 바

꾸었으며, 1996년부터는 매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고, 1999년까지 총 

15회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국민의 질병 및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자

원 파악,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그리고 국제기구

에서 필요로 하는 질병관련 통계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관조사, 외래환자

조사, 퇴원환자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성, 연령, 주소지, 진단명, 상해원인, 입원일자, 퇴원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동 자료를 통하여 평균입원기간, 환자수 등을 산출하고 있다. 

라) 암등록자료

병원암등록사업은 1980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그 동안의 노력으로 지

금은 실제 암발생의 80%를 망라하는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마) 건강보험자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이용에 대한 

폭넓은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건강보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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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에 의한 이용자가 제외되기는 하지만 자

료량으로 볼 때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5) 만성병 관리료 

만성병관리를 위해 보험급여내역 중 만성병관리료를 산정, 지급하고, 해당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 관리내역을 기

록, 보관하고, 요양기관은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

자관리용 수첩을 배부하고 방문시 질병경과를 기록하여줌으로써 만성병에 대

한 환자자신의 관리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 1일자로 만성병관리점수를 23.4(1,300원)로 상향조정하

고, 고혈압, 당뇨병 외 아래에 기록된 상병을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에게도 적용

하도록 대상 환자를 확대하 으며, 환자 1인당 연간 12회 월 1회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1인당 연간 12회이내 월 2회 이내로 변경하 다. 

표 10. 만성병관리료 산정 대상 환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

상병명 질병코드*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질환 G00-G37, G43-G83

악성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장애 E00-E07

간질환 B18, B19, K790K77

만성신부전증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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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현황 

 만성질환 중 심혈관질환은 구미 선진국에서도 높은 사망원인질환으로

써,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질환으로 중요한 관리대상 질

환이다.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심혈관 질환 특히, 허혈성 심질환은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병예방과 치료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로 인해 근래에 들어서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40%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

다(Backer 등, 1988).

또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병관리체계수립을 위하여서 국가적인 

규모의 질병감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

(NIH)을 중심으로 1998년도부터 6개년계획의 심혈관질환 국가감시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Cooper 등, 1996). 또한 국가보건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사

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기초적인 정보가 되는 전 국민 건강지표의 산출을 위

해 전국규모의 건강면접조사(Health Interview Survey), 건강검진조사

(Health Examination Survey), 의료기록조사(Health Records Survey) 등

을 시행하고 있는데. 건강면접조사(Health Interview Survey)는 미국(1957

년˜), 일본(1953년˜), 캐나다(1950년˜), 국(1944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시설수용자를 제외한 일반 거주국민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로 질환이나 장애의 수준, 분포 및 

이로 인한 결과와 치료의 내용 등을 조사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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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및 

   국민건강‧ 양검진조사(NHANES)

미국은 국민건강조사법(The National Health Survey Act: 1956)에 의

해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면접조사는 1956년 이후 

매년, 국민건강‧ 양검진조사는 1960년 이후 7차에 걸쳐 인구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전국 규모로 실시해 왔으며 주기적으로 표본추출방법, 조사내용, 

면접방법 등의 개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1969년부터는 일반인

들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files)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2) 국의 건강조사

국의 건강조사(The Health Survey for England)는 면접조사와 검진

조사의 통합된 형태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국의 일반가구에 거주

하는 16세 이상 성인이다. 조사는 사회 및 지역 기획연구소(Social and 

Community Planning Research)의 건강조사연구실과 런던대학의 역학과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at University College, 

London)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공통 주제(Core topics)는 매년 같은 내용

으로 조사되며 매년 주제를 달리하는 특수주제를 추가로 조사한다. 1996년 

조사에서는 최초로 SF-36과 EuroQol이 포함되었다.

검진 : 호흡기계질환(천식, 천식관련 증상, 건초열, 습진, 폐 기능), 

       혈압, 혈액검사 

면접  

- 장기 질환(longstanding illness) 조사: 

일정기간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 그로 인한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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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질문하며 그 질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파악된 질

환은 조사 후 ICD-9 분류의 대분류에 의해 재 분류된다. 장기 질환은 

성인과 어린이로 구분되어 조사되며 정리된다. 

- Short-Form 36(SF-36): 

∙ Physical Functioning (10)

∙ Role Limitation(Physical) (4)

∙ General Health (5)

∙ Energy and Vitality (4)

∙ Social Functioning (2)

∙ Role Limitation(Emotional)

∙ Mental Health (5)

- EuroQol

∙ Mobility

∙ Self-care

∙ Usual activities

∙ Pain/discomfort

∙ Anxiety/depression

3) 일본의 건강조사

일본의 건강조사는 소화 23년 11월에 시행되었던 「세대 면접에 의한 의

료조사」가 그 전신이다. 이후 매년 1회 시행되다 소화 28년에는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68호 「국민건강조사」로 발족하 고, 조사방법, 조사 

시기, 상병의 정의에서부터 기타 현행조사의 토대가 확립되었다. 조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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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조사 세대표와 ② 국민건강조사 상병 개별표로 나뉘어 지며 전

자에는 세대원의 성, 출생년월, 의료보험가입사항, 직업, 과거 1년간의 상병

에 의한 와병일 수 외래 방문일 수 와 입원일 수가 포함된다. 후자에는 상

병명, 발병기간, 치료방법, 의료기관까지 소요시간, 의료기관 방문이유, 일상

생활 수행능력 등이 포함된다.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에 의해 미리 배포한 「국민건강조사 

건강캘린더」기입한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건강세대 조사표 및 상병 개별표

를 작성한다. 조사의 기획은 후생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가 후생성내 각국의 

협력을 받아 시행한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 하에 조사원이 

실시한다. 

가) 순환기계 질환 기초조사 

상기 조사와는 별도로 일본에서는 1961년 이후 매 10년마다 4회에 걸쳐 

의학적 과거력, 신장, 체중, 피지두께, 최대 산소 소모량, 소변검사 및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건강검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혈압 유병률, 고지

혈증, 비만율 등을 파악하는 본격적인 검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은 전국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300지역 약 6,000세대의 세대원 약 12,000

명이다.

나) 전국 당뇨병실태조사

1997년 국민 양조사와 병행하여 국민 양조사의 조사대상에게 「당뇨

병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대상은 만 20-59세의 성인이며 조사내용

은 건강면접조사와 건강 검진조사로 나뉘어 진다. 면접조사의 내용으로는 

당뇨병과 관련된 가족력, 의료서비스 상황, 기왕력, 치료력, 검진(뇨당, 혈당 

여부), 합병증, 과거 최대체중 등이며 검진조사 항목은 리코헤모 로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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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민 양조사의 신체상황조사에서 함께 조사되었다. 

표 11.  각국의 건강조사 

국가 조사명 표본 규모 산출통계 (만성질환 통계 지표)

미 국

국민건강면접조사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39,832가구

  103,477명

   (1997)

- 주요순환기계질환유병률

- 주요호흡기계상태

- 주요 암 유병률

- 당뇨, 궤양, 신, 간질환 유병률

- 동통 유병률 

건강검진 및 양조사

(National Health Examin-

ation & Nutrition Survey)

면접: 7,000명

검진: 5,000명 

     

(1999-2001)

- 고혈압 유병률

- 심혈관계질환 유병률

- 당뇨병, 신질환 유병률

- 호흡기계질환 유병률 

 국 Health Survey for England
면접: 20,328명

검진: 17,936명

- 혈압

- 순환기계질환, 천식관련, 폐기능

일 본

국민건강조사

면접: 700 조사구

16,000세대,

50,000명

18개 대분류 37개 단일질환에 대한 유병률

전국 순환기 질환 기초 조사

면접 및 검진:

6,000가구

30세이상 

성인12,000명

 - 순환기계질환의 기왕력, 현재 치료 상황, 

자각증상

 - 신체계측,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 검사

 - 양조사 

전국 당뇨병 실태조사

면접 및 검진

(국민 양조사와 

병행 조사)

 - 당뇨병 관련 가족력,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상황, 기왕력, 치료력

 - 뇨당, 혈당 검사, 리코헤모그로빈

싱가폴 National Health Survey  4,723 명 -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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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가.  국내 및 국외 만성병 감시체계 및 등록시스템 현황 분석 

   국내외 발간된 연구논문, 의학잡지, 도서 및 관련기관을 통한 질병감

시체계 운 지침서 및 연구과제 보고서등을 고찰하여 만성병 감시체계를 시

행중인 질환의 선정이유, 자료의 원천, 자료 수집 방법, 만성질환감시체계에

서 산출하는 지표, 조직 및 운 체계를 조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

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메디메디아코리아(주)에서 운 중인 KIMS 

OnLine 사이트(http://www.kimsonline.co.kr) 회원 및 일반인(비의료인)이

었고, 조사방법은 웹사이트내 온라인설문과 회원대상 이메일설문을 이용하

다. 설문결과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사이트 내에서 응

답한 결과와 이메일뉴스발송 결과를 취합하 다. 설문시행시 설문참여를 위

한 로그인시 회원정보가 의사, 일반인(비의료인)에 한해서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설문에 답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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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내용  

의사대상 설문내용은 3가지 범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관리 만

성병 순위와 우선순위 결정요인, 만성병감시체계의 모형 관련내용이며,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근무형태, 근무지, 전문과목, 연령, 성별, 근무

경력을 조사하 고, 국가 중점관리 만성병의 우선순위와 선정이유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중점관리만성병을 우선순위별로 콤보박스에서 선

택하도록 하 고, 우선순위 결정한 요인들을 체크하도록 하 다. 만성병 종

류는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100대질병’과 ‘국민 양조사-만

성질환편’을 참고로 제시하 다. 

 만성병감시체계의 모형개발을 위해 만성병 종류에 따라 각 만성병에 따

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감시체계를 선택하고 선택이유를 기록하게 하 으

며, 등록의 형태 및 방법, 등록사업의 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 등록

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임

상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일반인 대상 설문은 3가지 범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관리 만

성병 순위와 결정요인, 만성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확충, 보완되어야 할 

사항, 제공되어야 할 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의

견이 반 된 만성병감시체계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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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가. 연구의 흐름 

  그림 2. 연구의 흐름 

  

국내·외질병감시체계 조사 설문조사 : 임상의사

선정질환

자료원천

자료수집

산출지표

조직 및 운 체계 

관리우선 질환

자료원천

자료수집

조직 및 운 체계

기대효과

설문조사 : 일반인

관리우선 질환

기대효과

우선순위 질환 선정 

 - 감시체계종류 

 - 형태 및 방법

 - 운  및 활성화 방안

 - 기대효과 

질환별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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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국내 질병감시체계 

가. 암등록 사업 

 1) 개요 

 한국중앙암등록사업은 1980년 국립의료원에 그 본부를 두고 보건복지

부 주관으로 전국 47개 전공의 수련병원이 참가하여 등록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후, 암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전국의 의료기관을 암등록 지정병원

으로 확대하면서 암발생자에 대한 등록을 받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2000년 9월 한국중앙암등록본부가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암센터

로 이관해 왔으며, 2002년 2월에는 131개 등록병원으로부터 83,846건의 

암발생자를 등록받아 21차 연례보고서로 발표한바 있다.  

 2) 자료의 수집 및 원천 

 중앙 암등록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의무기록사가 암등록조사서

를 작성하여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을 매월 또는 수시

로 익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암등록 본부로 송부하고 있으며, 1995년 

PC를 통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 1996년 이후 전산을 이용한 자료수집 

및 통합을 하는 등록(registry)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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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암등록 관리프로그램 초기화면

        그림 4 . 암등록 관리프로그램 등록 및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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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항목

 암등록사업에 포함되는 환자는 각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입원환자, 

병리생검결과 암으로 진단받은 외래환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 사

망원인에 암으로 기록된 환자, 기타 모든 상황으로 보아 암으로 진단된 환

자이며,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등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암등록사업 기본 항목 

작성항목 작성 대상 작성 주기  작성방법  보고체계

주민번호,이름,주소,직업,출생

자료,진단당시연령,암발생부

위,암의조직학적소견, 진단방

법, 진단연월일우선순위,입원

일,치료방법

서울 ,부산 ,대

구,광주 ,인천

의 병원에서 

발견 치료된 

암환자

 매년

전국의 131개 병

원으로부터 수집

된 자료를 입력

한 후 중복자 제

거

보건복지부

⇧

지역암등록본부

⇧

131개 병원

보건복지부 암등록 본부에서는 조사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 원발부위, 조직학적 진단명, 진단방법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각 항

목들을 재검토하여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리학적 소견에 의해 교

정하며, 이중등록 자료들은 삭제한다. 환자의 출생지 및 거주지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조사서 원본대로 입력하며, 추후 환자의 치료 및 생존 여부를 

추적한 보조자료로  분류하며, 진단기준은 세계보건기구지정 국제종양질병

분류법(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for Oncology : ICD-O)을 

사용하여왔으나 1996년부터는 ICD-10에 준하는 개정된 ICD-O 제 2판을 

사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보건복지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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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지표

가) 사망률

암등록자료는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발생률도 생산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등록률을 높이는 동시에 행자부의 주민

등록 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사망신고자료, 의무기록자료 등과 연계하여 DB

가 구축된다면 생존율, 생존기간 등 관련통계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나) 발생률

발생률을 산출하는 논문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률이 완전하

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누락이 어디서 발생하는 가를 파악하여 등록률

을 높이는 것이 정확한 발생률 산출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다) 완치율

만성병의 특성상 완치율을 산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나, 암등록자료와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생존율

암의 진행정도에 따른 생존율은 부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으

나, 이것은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하여 암등록이 발생초기 뿐만 아니라 치료, 사망 

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면 보다 다양한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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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암등록사업 후 발표되는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

며, 이 보고서들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서 전문인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되

고 있다. 

- 악성 종양의 원발장기에 따른 연령별, 성별 분포 

- 상피내 암종의 원발장기에 따른 연령별, 성별 분포 

- 악성 종양의 거주지에 따른 연령별, 성별 분포 

- 주요장기 악성 종양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연령별, 성별 분포 

- 악성 종양의 진단방법에 따른 연령별, 성별 분포 

- 악성 종양 진단방법의 거주  지역에 따른 성별 분포 

- 주요장기에서의 해부학적 원발부위 및 조직학적 형태 분포 

- 악성 종양의 형태학적 분포 

- 소아 악성 종양의 종류에 따른 연령별 성별 분포 

- 원발장기별 불명확한 형태학적진단과 임상검사만에 의한 진단의 분포 

5) 조직 및 운 체계 

 중앙암등록사업(Korea Central Cancer Registry:KCCR)은 사업에 참

여하는 병원의 의무기록사가 암등록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암등록 

본부로 송부하는 수동적 감시체계의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PBCR(Population Based Cancer Registry)은 능동적 감시체계의 모형인 

새로운 Pillar Model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PBCR은 1983년 강화에

서 시작되어,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과 제주의 8

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행한 시험에 의하면 작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6.2%에서만이 큰 병원(KCCR-affilliated)으로 옮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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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동률은 나이든 사람 군에서  더 낮았다. 따라서 암등록병원으로 지

정된 병원 뿐 아니라 작은 병원들에서도 암등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노인 

군에서 암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1995).

‘Pillar Model'은 중앙암등록사업을 통해 얻어진 자료가 기둥처럼 지역사

회 암등록사업의 제1자료원이 됨을 의미한다. 즉, 암의 치료를 위해 암등록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KCCR-affiliated)에 내원한 환자의 정보는 등록시스

템에 등록되게 되는데, 등록담당자는 등록을 완료하기 전 환자가 이전에 방

문했던 작은 병원들의 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한다. 각 지역의 기본적 

PBCR 데이터는 KCCR 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이미 KCCR 파일에 등록된 

환자는 신규환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회 등록담당팀은 등록지정

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능동적 방법에 의해 암으

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5는 Pillar Model의 구조도 

이며, 그림 6은 PBCR에서의 데이터의 흐름도이다. Pillar Model은 인구의 

안정성, 추적조사 부족, 훈련된 인력부족, 신뢰도 부족 등의 한국 상황에 맞

는 새로운 등록시스템 운 모델로서 현재까지 국내에 가장 유용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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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Korean Pillar Model for PB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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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Flow chart of PBC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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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등록사업의 장점 및 문제점

1980년부터 실시되어온 국내 암등록사업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지금은 

실제 암발생의 80%를 망라하는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PBCR에 대한 Pillar Model의 적용으로 KCCR의 한계를 극복해나가

고 있다. Pillar Model은 국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보건의료 상황에 

적합한 모델로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나, 8개 대도시만을 중심으로 

PBCR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암 발생률, 생존율, 완치율에 대

한 자료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암등록사업의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 , 통

계청 동태신고자료의 사망자, 행자부의 전산망 등과 연계, 발병에서 사망까

지의 생존기간과 현 유병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암등록제도가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물론 암등록률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나. 국가 심혈관질환 감시체계  

1) 목적

  1998년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심혈관질환 예

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질병발생 규모 및 분포, 경중도, 의료비등에 관한 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단위의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작하

다. 국가규모의 심혈관질환 감시체계는 보건복지부,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연구회가 전국 20여개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152개 양.한방병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감시체계의 구축 및 이후의 질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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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심혈관질환 국가 감시체계 구축 

2) 감시대상 질환 

 심혈관질환 국가감시체계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을 심혈관계 기형, 류

마티스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으로 분류하고, 급성심근경색 

(acute myocardial infarction), 뇌졸중 (stroke)을 감시대상 질환으로 선정

하 다.    

 

3) 선정근거 

   -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표준화된 진단기준을 이용한 진단확인이 

     비교적 용이하며, 발생환자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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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심증(angina pectoris)은 동일한 진단기준을 전 의료기관에 적용하

기가 어려우며, 급성심근경색의 전단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재발이 많

으며 한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확인이 어려우므

로 감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일과성뇌허혈(transient cerebral ischemia)은 진단의 확인이 어려우 

며 중복과 재발이 많고, 뇌졸중의 전단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감시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음. 

- 고혈압성질환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자체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임. 또한 

고혈압성 질환은 질병의 발생시점을 알아내기가 어려우며 고혈압환자의 경

우 많은 수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음. 

4) 감시대상 질환의 진단기준 및 분류체계 

 진단기준은 국제적 진단기준 및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각각의 진단

기준을 개발하 는데 이 진단기준은 심혈관질환 감시체계의 진단확인에 이

용될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관련 역학적 연구에서 객관적 진단 및 분류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 급성심근경색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ONICA Project의 진단기준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고려하

여 일부 수정. 급성 심근경색은 증상, 심전도 소견, 심장효소(CK-MB)농도

와 검시소견, 과거력 등을 이용하여 진단하 다.  

 나) 뇌졸중(Stroke) 

  MONICA Project의 진단기준과 Minnesota stroke survey를 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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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CT scan과 MRI등의 상진단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 으며,  

WHO criteria와 Minnesota stroke survey criteria 가운데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와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결과 확실한 뇌졸중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 출혈 또는 경색으

로 분류되지 않는 뇌졸중으로 구분하 다. 

5) 수집자료 

국가 심혈관감시체계를 위해 수집할 자료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국가 심혈관감시체계 수집자료 

6) 자료 원천과 수집방법 

 전국 병원명단과 의료보험 진료실적을 근거로 한 심혈관질환 발생을 대

표할 표본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자료원천으로 하여, 수동적 방법과 능동적 

방법을 혼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구분 수집 자료

진단확인을 위한 자료

증상: 발생 및 지속시간, 특징, 부위, 증상 발생시 환경, 의식상태 

검사소견: 심전도(EKG),효소(CK-MB),신경학적 검사, 상진단(CT, 

MRI)

병력: 이전의 심혈관 질환  

환자확인(재발 및 중복감별)을 

위한 자료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의료기관, 의무기

록번호, 과거력

의료비 소요 규모 산출을 

위한 자료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 및 치료방법

중증도 분류를 위한 자료 입원기간, 입원/퇴원시 상태, 진단/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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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출지표 

 심혈관질환 감시체계에서는 국가 전체의 질병발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질병 관련지표 즉, 35세 이상 성인의 심혈관질환 발

생률과 사망률, 입원률, 중증도 및 그 분포와 변화를 산출하고자 하 다. 추

후 국민의료비 추계 모형개발연구가 추가로 수행되면 심혈관 질환 관련 국

민의료비 소요규모도 추정할 수 있다. 

8) 국가심혈관질환 감시체계의 조직구성, 역할규정

 기본모형은 전국 심혈관질환 발생을 대표하는 표본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표본감시체계이며, 조직은 자료의 생산과 신고를 담당하는 표본의료기관

(data production center), 자료의 수집 및 확인과정을 맡는 지역센터(data 

collection center), 최종결과물 산출과 해석을 담당할 중앙센터

(coordination center)로 구성되고, 보건복지부는 감시체계에서 산출한 정보

를 활용하고 감시체계의 전반적인 운 성과를 평가할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9) 난이점/제한점

양/한방 이원화체계로 인한 혼란 및 각기 상이한 질병분류체계로 질병조

사가 어려우며, 의료전달체계 미정비로 뇌혈관질환이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기관의 신고율 및 의무기

록의 질에 의존하므로 담당인력의 지정, 교육,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단체를 거치므로 시간이 소요되며 각 단계별 정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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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질병감시체계 

가. 세계보건기구 심혈관질환 감시체계 

   (MONICA : MONItor trends in CArdiovascular diseases)

1) 개요

 세계보건기구의 심혈관질환 감시체계는 21개 국가 32개 MONICA 협력

연구센터로 구성되며, 연령 25-64세의 1,000만 명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질

환(coronary heart disease)의 경우는 모든 센터에서 반드시 등록시키고, 

뇌졸중(stroke)은 원하는 센터만 등록하게 하 다. 현재 10년간의 자료가 

수집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Tunstall-Pedoe, 1999). 

2) MONICA 목표

 다양한 국가들의 지역사회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사망률과 관상동

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이환율의 추세를 측정하고 이 추세가 이들 질환의 

위험요인, 생활습관, 의료자원, 사회경제적 수준의 변화들과 어떤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한 조사, 즉 다음 가설들을 입증하기 위함에 있다. 

귀무가설 1. 지역사회를 관찰단위로 할 때, 10년간의 심혈관질환의 중요

한 위험요인 총콜레스테롤, 혈압, 흡연의 변화와 10년간의 관상동맥질환(사

망과 생존환자 합계)과 뇌졸중의 발생률의 변화들은 관련이 없다. 

귀무가설 2-1. 지역사회를 관찰단위로 할 때, 10년간의 관상동맥질환 환

자의 28일-치명률(case fatality rate)은 10년간의 급성관상동맥 치료의 변

화와 관련이 없다. 

귀무가설 2-2. 지역사회를 관찰단위로 할 때, 10년간의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간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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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에 대한 표준화된 등록기준과 진단에 대한 자료 

및 환자에 대한 발병 전, 도중, 후의 치료내용의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센터의 보건의료체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위험요인(흡연에 중점) 조사는 연구대상집단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

시한다. MONICA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표 14와 같다. 

표 14. MONICA 수집자료 

  

 4) 조직 구성 

 MONICA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Center들로 이루어진다.  

  - Council of Principal Investigators

  - Steering Committee

  - Management Center

  - Data Center

     - Quality Control Center

     - Collaborating Center

     - Reference Center 

수집 자료

위험요인; 고콜레스테롤증 인지 및 치료여부, 아스피린, 경구용 피임약, 폐경상태

혈압, 혈청 또는 혈장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신장, 체중, 결혼상태, 교육정도

연구대상 지역의 인구크기, 사망률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진단, 치료, 입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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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레이시아 

1) 개요

말레이시아 보건국의 한 분과인 CRC(Clinical Research Center)에서 질

환의 등록사업을 담당하며, 등록사업을 시행하는 질환 및 시작 연도는 표 13

과 같다. 이중 암등록사업만을 중점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암은 말레이시

아 국민들의 4대 사망원인중 하나이며 연간유병환자가 35,000명에 이를 정

도로 유병율이 높은 질환이다. 암은 예방, 완화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암의 관리를 위해 발생률, 유병률, 분포, 위험요인, 결과 등의 정보가 필수적이

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러한 자국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암등록사업

을 시작하게 되었다. 암등록사업은 국가 차원의 등록사업(National Cancer 

Registry)으로 Penang, Sabah, Sarawak등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

역사회기반 등록사업이다. 등록시스템은 데이터수집, 분석, public and 

clinical health program과 연결되어있는 데이터의 분석과 연계되어있다. 현

재 CRC는 암등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Cancer Registry Unit를 

설립하고, 여기서 국가적 등록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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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CRC 시행 등록사업 및 시작연도

 

2) 목적 

 암의 유병율, 사망률, 지역적, 시간적 분포와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암으

로 인한 향을 파악하고, 고위험도 그룹을 정의하고, 암과 관련된 잠재 위험요

인을 파악하며, 암의 치료, 관리, 예방프로그램의 평가 및 암에 대한 역학적 연

구의 촉진에 CRC 암등록사업의 목적이 있다. 

3) 자료원천 및 수집방법 

 가) 자료원

 말레이시아 암등록시스템의 정보는 Ministry of Health의 병원 퇴원정보 

시스템, 국가 Vital registration system, 암의 진단 혹은 암환자 관리를 하는 

개인의사들의 자발적보고 데이터를 자료원으로 한다.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니나 모든 의사들은 암의 예방과 관리 및 국가차원의 유용한 정보수집을 위해 

NCR로 보고할 것을 권장 받고 있다. 

Disease and Treatment Registries Established since

National Renal Registry 1993

National Cataract Surgery Registry 2002

National Cancer Registry 2002

National Mental Health Registry 2003

National HIV/AIDS Treatment Registry 2003

National Neonatal Registry 2003

National Transplant Regist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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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형식 및 수집자료

 암보고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특정서식을 정하지는 않고 각 기관별로 월

단위로 신규 암환자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정보

는 환자정보; 환자이름, IC, 연령, 성별, 인종(선택)과 질병정보; 암부위 또는 원

발부위, 생검원, 암의 histopathology(밝혀져 있는 경우)의 7가지 정도이다. 병

원정보시스템이 있는 기관의 경우 컴퓨터에서 월단위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

고, 정보시스템이 없는 기관의 경우 NCR에서 Software를 무료로 제공한다. 

4) 조직

 암등록시스템의 조직은 Sponsor, Advisory committee, Cancer registry 

unit(CRU), Source Data Procedures, Users로 구성되며, Sponsor는 Public 

Health Division (MOH), Medical development division(MOH), MOH 

Oncology, Pathology and haematology services, Cancer Research 

Center, IMR, Clinical Research Center(CRC) of Kuala Lumpur들이 담당하

며 NCR의 효과, 효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 , 등록의 주도와 방향 결정, 

Advisory Committee의 구성, 등록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인적, 정보소스 제공 

등이 주 역할이다. 

Advisory committee는 스폰서를 대신하여 NCR을 운 . 목적, 정책, 방향

과 진행을 설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User는 개원의, 건강제공자, 

Industry, 결정권자-MOH, 연구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 암관리의 기획, 수

행과 관리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 혹은 기관들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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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

말레이시아에서는 암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 을 위해 NCR 참여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NCR에 의해 조직 구성되는 모든 기능에의 초대

- NCR에서 발행되는 모든 정보집에 표기

- NCR의 모든 출판물의 무료 사용 

- NCR에 의해 연간 발행되는 "Directory of Oncology and 

    Pathology services in Malaysia"에의 무료 listing

- NCR웹사이트에의 무료 등록

- NCR 소프트웨어의 무료제공. Software에는 자동보고, 자료의 활용,  

시스템 기능외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및 기관관리 기능등

이 포함되어 있음. 

- 다양한 전문정보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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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응답자중 의사는 모두 376명, 일반인(비의료인)은 총 650명이었다. 의

사응답자들의 일반적 분포를 보면 개원의는 140명(37.2%), 종합병원, 대학병

원 등에 근무하는 봉직의가 167명(44.4%), 기타 제약회사, 기업, 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의사는 68명(18.1%)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지역 응답자가 

104명(27.7%), 57명(1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전문과목별 분포

는 내과 90명(23.9%), 가정의학과 54명(14.4%), 일반의 28명(7.4%)순이었다

(표 16).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6.7±8.1세로 대부분이 30대 으며, 여성 39명

(10.4%), 남성은 336명(89.4%)으로 남성응답자가 많았다, 근무경력이 0-5년

인 응답자가 243명, 6-10년인 응답자가 70명, 11-15년은 27명 순으로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응답자가 많았다. 개원의, 봉직의, 기타 의사 그룹간 근무경

력, 연령분포, 전문과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7).   

 일반인 응답자의 연령은 32.5±8.1세로 의사응답자와 마찬가지로 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성별은 여성 285명(43.6%), 남성 368명 (56.4%)으로 의사응

답자와 달리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 고, 응답지역 분포는 서울 

212명(32.4%), 경기 132명(20.2%)순으로 의사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

기지역 응답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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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의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성별 여성 13(9.3) 21(12.6) 5(7.4) 39(10.4)

남성 127(90.7) 146(87.4) 63(92.6) 336(89.6)

계 140(100) 167(100) 68(100) 375(100)

지역 강원 3(2.1) 6(3.6) 7(10.3) 16(4.3)

경기 30(21.4) 17(10.2) 10(14.7) 57(15.2)

경남 4(2.9) 9(5.4) 2(2.9) 15(4.0)

경북 11(7.9) 8(4.8) 9(13.2) 28(7.5)

광주 3(2.1) 4(2.4) 1(1.5) 8(2.1)

대구 5(3.6) 12(7.2) 5(7.4) 22(5.9)

대전 7(5.0) 5(3.0) 0(0) 12(3.2)

부산 14(10) 15(9.0) 1(1.5) 30(8.0)

서울 37(26.4) 57(34.1) 10(14.7) 104(27.7)

울산 2(1.4) 2(1.2) 1(1.5) 5(1.3)

인천 3(2.1) 3(1.8) 3(4.4) 9(2.4)

전남 6(4.3) 7(4.2) 3(4.4) 16(4.3)

전북 3(2.1) 7(4.2) 3(4.4) 13(3.5)

제주 5(3.6) 1(0.6) 0(0) 6(1.6)

충남 2(1.4) 8(4.8) 8(11.8) 18(4.8)

충북 5(3.6) 6(3.6) 5(7.4) 16(4.3)

계 140(100) 167(100) 68(100) 375(100)

근무경력 0-5년 67(47.9) 125(74.9) 51(75.0) 243(64.8)

6-10년 25(17.9) 31(18.6) 14(20.6) 70(18.7)

11-15년 19(13.6) 6(3.6) 2(2.9) 27(7.2)

16-20년 8(5.7) 3(1.8) 1(1.5) 12(3.2)

21-25년 10(7.1) 1(0.6) 0(0) 11(2.9)

26년 이상 11(7.9) 1(0.6) 0(0) 12(3.2)

    계 140(100) 167(100) 68(100) 3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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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의사응답자의 진료과별 분포 

(단위: 명(%) )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진료과

마취과 0(0) 4(2.4) 0(0) 4(1.1)

해부병리 0(0) 0(0) 1(1.5) 1(0.3)

흉부외과 1(0.7) 2(1.2) 1(1.5) 4(1.1)

피부과 3(2.1) 6(3.6) 2(2.9) 11(2.9)

치과 3(2.1) 2(1.2) 1(1.5) 6(1.6)

응급의학 0(0) 3(1.8) 0(0) 3(0.8)

이비인후과 4(2.9) 3(1.8) 2(2.9) 9(2.4)

가정의학과 21(15.0) 28(16.8) 5(7.4) 54(14.4)

일반의 14(10.0) 2(1.2) 12(17.6) 28(7.4)

외과 14(10.0) 8(4.8) 3(4.4) 25(6.6)

내과 20(14.3) 48(28.7) 22(32.4) 90(23.9)

산업의학 0(0) 1(0.6) 0(0) 1(0.3)

신경과 5(3.6) 3(1.8) 1(1.5) 9(2.4)

신경외과 4(2.9) 3(1.8) 0(0) 7(1.9)

산부인과 13(9.3) 13(7.8) 1(1.5) 27(7.2)

안과 4(2.9) 0(0) 0(0) 4(1.1)

정형외과 5(3.6) 4(2.4) 1(1.5) 10(2.7)

기타 1(0.7) 3(1.8) 6(8.8) 10(2.7)

정신과 3(2.1) 6(3.6) 2(2.9) 11(2.9)

소아과 9(6.4) 8(4.8) 1(1.5) 18(4.8)

예방의학 1(0.7) 0(0) 2(2.9) 3(0.8)

통증관리 1(0.7) 0(0) 0(0) 1(0.3)

성형외과 2(1.4) 0(0) 0(0) 2(0.5)

방사선과 5(3.6) 5(3.0) 0(0) 10(2.7)

재활의학 3(2.1) 8(4.8) 2(2.9) 13(3.5)

비뇨기과 4(2.9) 7(4.2) 3(4.4) 14(3.7)

   계 140(100) 167(100) 68(100) 3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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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의사응답자의 연령분포

 

   

  

표 19. 일반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연령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평균 42.6 33.9 31.9 36.7 

인수(명) 139 168 68.0 375 

SD 9.2 5.3 3.3 8.1 

성별

여성 남성 계

지역

강원 11(3.9) 12(3.3) 23(3.5)

경기 55(19.3) 77(20.9) 132(20.2)

경남 15(5.3) 10(2.7) 25(3.8)

경북 15(5.3) 2(0.5) 17(2.6)

광주 9(3.2) 15(4.1) 24(3.7)

대구 8(2.8) 26(7.1) 34(5.2)

대전 12(4.2) 16(4.3) 28(4.3)

부산 18(6.3) 25(6.8) 43(6.6)

서울 88(30.9) 124(33.7) 212(32.5)

울산 3(1.1) 5(1.4) 8(1.2)

인천 15(5.3) 12(3.3) 27(4.1)

전남 11(3.9) 11(3.0) 22(3.4)

전북 11(3.9) 11(3.0) 22(3.4)

제주 3(1.1) 4(1.1) 7(1.1)

충남 7(2.5) 10(2.7) 17(2.6)

충북 4(1.4) 8(2.2) 12(1.8)

계 285(100) 368(100) 653(100)

연령 29.2±6.4 35.1±8.3 3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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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 관리 만성병 순위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병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의 의사응답자와 일

반인의 전체 결과는 표 20, 21, 22와 같고, 의사응답자의 근무형태별 우선

관리만성병은 표 24와 같다.  

 우선순위 1순위에 대한 응답만을 보았을 때(표 25) 의사들의 경우는 가

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성병을 개원의 83명, 봉직의 79명, 기타 

의사 50명, 즉 총 376명중 212명(56.4%)이 고혈압이라고 답하 으며, 응답

자의 17.6%가 간질환, 13.6%가 당뇨병이 우선 관리가 필요한 만성병이라

고 응답하 다. 

일반인의 경우는 응답자의 27.7%인 174명이 심장병을, 21.9%인 138명

이 당뇨병, 18.8%인 118명이 소화성궤양/위염을 우선관리가 필요하다고 하

으며, 고혈압, 관절염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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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전체 응답자의 질환별 우선순위 ; 고혈압, 간질환  

             (단위: 명(%))

우선

순위

고혈압 간질환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일반인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일반인

1 83(60.1) 79(48.5) 50(72.5) 212(58.2) 86(21.1) 26(19.0) 34(21.3) 6(9.5) 66(18.3) 25(3.9)

2 39(28.3) 53(32.5) 12(17.4) 104(28.6) 77(29.7) 13(9.5) 9(5.6) 9(14.3) 31(8.6) 29(4.5)

3 7(5.1) 9(5.5) 3(4.3) 19(5.2) 112(17.9) 14(10.2) 25(15.6) 11(17.5) 50(13.9) 41(6.3)

4 3(2.2) 11(6.7) 1(1.4) 15(4.1) 113(13.0) 26(19.0) 20(12.5) 8(12.7) 54(15.0) 61(9.4)

5 2(1.4) 4(2.5) 1(1.4) 7(1.9) 118(10.3) 19(13.9) 20(12.5) 7(11.1) 46(12.8) 100(15.4)

6 1(0.7) 1(0.6) 1(1.4) 3(0.8) 66(2.6) 17(12.4) 17(10.6) 11(17.5) 45(12.5) 128(19.8)

7 1(0.7) 2(1.2) 3(0.8) 37(2.1) 9(6.6) 10(6.3) 7(11.1) 26(7.2) 117(18.1)

8 1(0.7) 3(1.8) 1(1.4) 5(1.4) 35(1.5) 8(5.8) 10(6.3) 1(1.6) 19(5.3) 141(21.8)

9 1(0.7) 0(0) 1(0.3) 2(1.1) 3(2.2) 8(5.0) 3(4.8) 14(3.9) 5(0.8)

10 0(0.0) 1(0.6) 1(0.3) 4(0.5) 2(1.5) 7(4.4) 9(2.5) 1(0.2)

계 138(100) 163(100) 69(100) 370(100) 650(100) 137(100) 160(100) 63(100) 360(100) 648(100)

  

                                                                                  

  

  표 21. 전체 응답자의 질환별 우선순위 ; 당뇨병, 중풍(뇌혈관질환)  

                                                                        (단위: 명(%))

우선

순위

당뇨병 중풍(뇌혈관질환)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일반인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일반인

1 14(10.2) 29(18.4) 8(11.6) 51(14.0) 138(21,2) 7(5.22) 4(2.6) 1(1.4) 12(3.3) 13(2.0)

2 59(43.1) 65(41.1) 40(58.0) 164(45.1) 194(29.8) 5(3.73) 10(6.4) 2(2.9) 17(4.7) 45(6.9)

3 28(20.4) 30(19.0) 9(13.0) 67(18.4) 117(17.9) 20(14.9) 23(14.7) 16(23.2) 59(16.4) 66(10.1)

4 16(11.7) 18(11.4) 1(1.4) 35(9.6) 85(13.0) 21(15.7) 39(25.0) 12(17.4) 72(20.1) 98(15.1)

5 12(8.8) 9(5.7) 7(10.1) 28(7.7) 67(10.3) 21(15.7) 28(17.9) 9(13.0) 58(16.2) 100(15.4)

6 3(2.2) 3(1.9) 1(1.4) 7(1.9) 17(2.6) 17(12.7) 19(12.2) 5(7.2) 41(11.4) 148(22.7)

7 1(0.7) 2(1.3) 3(0.8) 14(2.1) 16(11.9) 11(7.1) 9(13.0) 36(10.0) 117(18.0)

8 3(2.2) 2(1.3) 1(1.4) 6(1.7) 10(1.5) 9(6.7) 8(5.1) 5(7.2) 22(6.1) 63(9.7)

9 1(1.4) 1(0.3) 7(1.1) 10(7.5) 10(6.4) 7(10.1) 27(7.5) 0(0)

10 1(0.7) 1(1.4) 2(0.6) 3(0.5) 8(6.0) 4(2.6) 3(4.3) 15(4.2) 1(0.2)

계 137(100) 158(100) 69(100) 364(100) 652(100) 134(100) 156(100) 69(100) 359(100) 6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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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전체 응답자의 질환별 우선순위 ; 심장병, 관절염 

                                                                         (단위: 명(%))

우선

순위

심장병 관절염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일반인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일반인

1 0(0) 5(3.3) 0(0) 5(1.4) 174(26.9) 1(0.8) 3(2.0) 0(0) 4(1.1) 70(10.8)

2 3(2.2) 4(2.6) 0(0) 7(2.0) 145(22.4) 6(4.6) 2(1.3) 3(4.3) 11(3.1) 70(10.8)

3 17(12.7) 38(25.0) 6(9.5) 61(17.5) 110(17.0) 22(16.8) 13(8.6) 12(17.4) 47(13.4) 95(14.6)

4 24(17.9) 30(19.7) 13(20.6) 67(19.2) 87(13.4) 20(15.3) 15(9.9) 14(20.3) 49(13.9) 104(16.0)

5 20(14.9) 26(17.1) 9(14.3) 55(15.8) 58(9.0) 15(11.5) 20(13.2) 12(17.4) 47(13.4) 104(16.0)

6 16(11.9) 18(11.8) 8(12.7) 42(12.0) 37(5.7) 18(13.7) 18(11.8) 9(13.0) 45(12.8) 99(15.3)

7 20(14.9) 8(5.3) 8(12.7) 36(10.3) 20(3.1) 20(15.3) 29(19.1) 6(8.7) 55(15.6) 61(9.4)

8 19(14.2) 13(8.6) 9(14.3) 41(11.7) 9(1.4) 15(11.5) 20(13.2) 7(10.1) 42(11.9) 36(5.5)

9 7(5.2) 6(3.9) 6(9.5) 19(5.4) 6(0.9) 9(6.9) 16(10.5) 4(5.8) 29(8.2) 5(0.8)

10 8(6.0) 4(2.6) 4(6.3) 16(4.6) 2().3) 5(3.8) 16(10.5) 2(2.9) 23(6.5) 5(0.8)

계 134(100) 152(100) 63(100) 349(100) 648(100) 131(100.0) 152(100.0) 69(100) 352(100) 6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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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일반인응답자의 우선순위별 관리필요 만성병 

                                                                    (단위: 명(%))

우선

순위

질  환  명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관절염
소화성궤양

(위염)
심장병

요통

/좌골통
중풍

1 86(13.2) 138(21.1) 25(3.8) 70(10.7) 118(18.1) 174(26.6) 5(0.8) 13(2.0)

2 77(11.8) 194(29.7) 29(4.4) 70(10.7) 63(9.6) 145(22.2) 6(0.9) 45(6.9)

3 112(17.2) 117(17.9) 41(6.3) 95(14.5) 83(12.7) 110(16.8) 13(2.0) 66(10.1)

4 113(17.3) 85(13.0) 61(9.3) 104(15.9) 63(9.6) 87(13.3) 39(6.0) 98(15.0)

5 118(18.1) 67(10.3) 100(15.3) 104(15.9) 68(10.4) 58(8.9) 37(5.7) 100(15.3)

6 66(10.1) 17(2.6) 128(19.6) 99(15.2) 71(10.9) 37(5.7) 84(12.9) 148(22.7)

7 37(5.7) 14(2.1) 117(17.9) 61(9.3) 77(11.8) 20(3.1) 197(30.2) 117(17.9)

8 35(5.4) 10(1.5) 141(21.6) 36(5.5) 91(13.9) 9(1.4) 247(37.8) 63(9.6)

9 2(0.3) 7(1.1) 5(0.8) 5(0.8) 11(1.7) 6(0.9) 14(2.1) 0(0)

10 4(0.6) 3(0.5) 1(0.2) 5(0.8) 3(0.5) 2(0.3) 8(1.2) 1(0.2)

11 3(0.5) 1(0.2) 5(0.8) 4(0.6) 5(0.8) 5(0.8) 3(0.5) 2(0.3)

계 653(100) 653(100) 653(100) 653(100) 653(100) 653(100) 653(100) 6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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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의사응답자의 근무형태별 우선순위 만성병   

우선

순위

 전체   개원의   봉직의   기타

질환명(인수) 질환명(인수) 질환명(인수) 질환명(인수)

1 고혈압(212) 고혈압(89) 고혈압(79) 고혈압(50)

2 당뇨병(164) 당뇨병(59) 당뇨병(65) 당뇨병(40)

3 당뇨병(67) 당뇨병(28) 심장병(38)
중풍(뇌혈관질환)

(16)

4 심장병(67) 간질환(26)
중풍(뇌혈관질환)

(39)
관절염(14)

5
중풍(뇌혈관질환)

(58)

중풍(뇌혈관질환)

(21)

중풍(뇌혈관질환)

(28)
관절염(12)

6 소화성궤양/위염(60) 소화성궤양/위염(18) 소화성궤양/위염(27) 소화성궤양/위염(15)

7 골다공증(57) 골다공증(21) 요통/좌골통(29) 골다공증(57)

8 요통/좌골통(69) 요통/좌골통(28) 요통/좌골통(28) 천식(13)

9 요통/좌골통(67) 요통/좌골통(30) 소화성궤양/위염(27) 요통/좌골통(14)

10 천식(77) 천식(27) 천식(32) 천식(18)

표 24는 의사응답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우선순위 만성병에 대한 결과이다. 

1, 2순위 만성병의 경우 모두 고혈압, 당뇨병이었으나, 3순위부터는 근무형

태에 따라 우선관리 필요 만성병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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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의사응답자의 우선관리 1순위 만성병
                                                                (단위: 명(%))

 만성병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고혈압 83(59.3) 79(47.3) 50(73.5) 212(56.4)

 간질환 36(25.7) 34(20.4) 6(8.8) 66(17.6)

 당뇨병 14(10.0) 29(17.4) 8(11.8) 51(13.6)

 중풍(뇌혈관질환) 7(5.0) 4(2.4) 1(1.5) 12 (3.2)

 심장병 0(0) 5(3.0) 0(0) 5 (1.3)

 골다공증 2(1.4) 2(1.2) 0(0) 4 (1.1)

 관절염 1(0.7) 3(1.8) 0(0) 4 (1.1)

 소화성궤양 1(0.7) 1(0.6) 0(0) 2 (0.5)

 신부전 2(1.4) 0(0) 0(0) 2 (0.5)

 암 0(0) 1(0.6) 0(0) 1 (0.3)

 요통/좌골통 1(0.7) 1(0.6) 0(0) 2 (0.5)

 정신질환 0(0) 0(0) 1(1.5) 1 (0.3)

 치매 1(0.7) 0(0) 0(0) 1 (0.3)

 기타 0(0) 0(0) 1(1.5) 1 (0.3)

계 140(100) 167(100) 68(100) 376 (100)

 

표 26. 일반인 응답자의 우선관리 1순위 만성병

                                                               (단위: 명(%))

질병명 응답자

  심장병 174 (27.7)

  당뇨병 138 (21.9)

  소화성궤양/위염 118 (18.8)

 고혈압 86 (13.7)

  관절염 70 (11.1)

  간질환 25 (4.0)

  중풍(뇌혈관질환) 13 (2.1)

  요통/좌골통 5 (0.8)

계 6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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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 응답 질환의 응답자 수에는 가중값 10

을, 2순위 질환에는 9, 3순위 질환에는 8, 9 순위에는 2, 10순위에는 가중

값 1을 적용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 가중값 적용 우선관리 필요 만성병 

순위 질병명
가중지수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1 순위 고혈압 1,284 1,463 653 3,400

2 순위 당뇨병 1,108 1,324 572 3,004

3 순위 간질환 938 1,059 419 2,416

4 순위 중풍(뇌혈관질환) 752 942 387 2,081

5 순위 심장병 690 933 308 1,931

6 순위 관절염 708 691 393 1,792

7 순위 골다공증 526 575 255 1,356

8 순위 소화성궤양/위염 446 561 261 1,268

9 순위 천식 454 443 170 1,067

10 순위 요통/좌골통 379 450 231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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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순위 결정요인 

 의사응답자들의 경우  189명(28.5%)이 ‘사회적비용 지출 과다’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요인으로 선택하 으며, 그 다음은 발병률, 국민들의 

건강증진, 병의 위중도 순이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병의 빈도의 증가’, ‘환

자의 장기적 비용부담이 많음’, ‘사회보장의 차원에서‘,’소외되기 쉬우니까‘라

는 의견이 있었다. 순이었으며 근무형태별 우선순위 결정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8). 

   표 28. 의사응답자의 우선순위 결정요인 

                                                                      (단위: 명(%))

* 복수응답

 

우선순위 결정요인*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사회적 비용지출 과다 73(28.0) 85(29.1) 31(28.4) 189(28.5)

높은 발병빈도 66(25.3) 67(22.9) 33(30.3) 166(25.1)

국민들의 건강증진 55(21.1) 50(17.1) 12(11.0) 129(19.5)

병의 위중도 31(11.9) 33(11.3) 14(12.8) 78(11.8)

기대효과, 효율성, 현실성, 합리성 15(5.7) 33(11.3) 0(0) 48(7.3)

국민들의 우선순위 16(6.1) 17(5.8) 3(2.8) 36(5.4)

우선 개발, 활용이 가능 3(1.1) 4(1.4) 4(3.7) 11(1.7)

경 에의 도움 0(0) 1(0.3) 0(0) 1(0.2)

기타 2(0.8) 2(0.7) 0(0) 4(0.6)

계 261(100) 292(100) 109(100) 6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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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응답자들의 경우 258명(39.5%)이 ‘주위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 많으므로‘를 선택하 고, 국민의 건강증진, 치료비용 소모과다를 그다음 

요인으로 선택하 다. 본인이나 가족, 친척중 만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간 우선순위 결정요인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표 29. 일반인응답자의 우선순위 결정요인

                                                                        (단위: 명(%))

우선순위결정요인

위중도 유병율
국민건강

증진
치료비용

기대효과, 

효율성
기타 계

질환 유 58(74.4) 189(73.3) 76(62.8) 77(65.8) 43(68.3) 13(81.3) 456(69.8)

무 20(25.6) 69(26.7) 45(37.2) 40(34.2) 20(31.7) 3(18.8) 197(30.2)

계 78(100) 258(100) 121(100) 117(100) 63(100) 16(100) 6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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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성병 감시체계의 모형 

만성병감시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질환별로 적합하

다고 생각되는 감시체계의 종류, 감시체계중 등록의 형태 및 방법, 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의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질환별로 적용해야할 감시체계의 종류  

 가)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감시체계 

 개원의, 봉직의 모두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의 경우는 능동적 감시체계

가, 관절염, 요통/좌골통, 소화성궤양/위염의 경우는 수동적 감시체계가 자

료수집 방법상 적당하다고 응답하 다(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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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감시체계 

                                                                    (단위: 명(%))

질환명 종류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고혈압

수동 41(33.6) 40(26.1) 16(26.7) 97(29.0)

능동 80(65.6) 113(73.9) 44(73.3) 237(70.7)

기타 1(0.8) 0(0) 0(0) 1(0.3)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당뇨병

수동 40(32.8) 36(23.5) 16(26.7) 92(27.5)

능동 82(67.2) 117(76.5) 44(73.3) 243(72.5)

기타 0(0) 0(0) 0(0) 0(0)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중풍

(뇌혈관질환)

수동 60(49.2) 71(46.4) 32(53.3) 163(48.7)

능동 62(50.8) 82(53.6) 28(46.7) 172(51.3)

기타 0(0) 0(0) 0(0) 0(0)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심장병

수동 52(42.6) 71(46.4) 28(46.7) 151(45.1)

능동 70(57.4) 82(53.6) 32(53.3) 184(54.9)

기타 0(0) 0(0) 0(0) 0(0)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간질환

수동 38(31.1) 60(39.2) 20(33.3) 118(35.2)

능동 82(67.2) 93(60.8) 40(66.7) 215(64.2)

기타 2(1.6) 0(0) 0(0) 2(0.6)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관절염

수동 105(86.1) 124(81) 45(75.0) 274(81.8)

능동 17(13.9) 28(18.3) 15(25.0) 60(17.9)

기타 0(0) 1(0.7) 0(0) 1(0.3)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요통/좌골통

수동 105(86.1) 131(85.6) 49(81.7) 285(85.1)

능동 17(13.9) 21(13.7) 11(18.3) 49(14.6)

기타 0(0) 1(0.7) 0(0) 1(0.3)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소화성궤양/

위염

수동 84(68.9) 113(73.9) 36(60.0) 233(69.6)

능동 37(30.3) 39(25.5) 23(38.3) 99(29.6)

기타 1(0.8) 1(0.7) 1(1.7) 3(0.9)

계 122(100) 153(100) 60(100) 3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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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원천에 따른 감시체계 

 신고, 생정통계, 표본감시, 등록, 조사, 입원자료 등 자료원천에 따라 각 

질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감시체계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 31과 

같고, 응답자의 근무형태와 응답자들이 선택한 감시체계와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χ2-분석을 시행한 결과 감시체계의 선택은 응답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고혈압, 당뇨병, 중풍(뇌혈관질환), 심장병, 간질환, 소화성궤양의 경우 

감시체계 중 등록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 는데, 만성병감

시체계로 등록을 선택한 이유를 응답자의 32.5%가 비용대비 효과, 절차의 

간편, 병원전산망 활용가능성 등의 이유로 활용의 효율성, 현실성이라고, 

16.7%가 정확한 통계자료의 산출가능이라고 응답하 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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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료원천에 따른 질환별 감시체계

                                                                      (단위: 명(%))

질환명 감시체계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고혈압

신고 17(15.6) 22(14.8) 11(19.0) 50(15.8)

생정통계 7(6.4) 6(4.0) 1(1.7) 14(4.4)

표본감시 15(13.8) 25(16.8) 6(10.3) 46(14.6)

등록 53(48.6) 70(47.0) 29(50.0) 152(48.1)

조사 13(11.9) 20(13.4) 9(15.5) 42(13.3)

입원자료 4(3.7) 6(4.0) 2(3.4) 12(3.8)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당뇨병

신고 17(15.6) 23(15.4) 9(15.5) 49(15.5)

생정통계 9(8.3) 7(4.7) 2(3.4) 18(5.7)

표본감시 15(3.8) 22(14.8) 7(12.1) 44(13.9)

등록 51(46.8) 70(47.0) 29(50.0) 150(47.5)

조사 13(11.9) 19(12.8) 9(15.5) 41(13.0)

입원자료 4(3.7) 8(5.4) 2(3.4) 14(4.4)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중풍

(뇌혈관질환)

신고 21(19.3) 26(17.4) 15(25.9) 62(19.6)

생정통계 12(11.0) 11(7.4) 5(8.6) 28(8.9)

표본감시 13(11.9) 21(14.1) 5(8.6) 39(12.3)

등록 48(44.0) 58(38.9) 25(43.1) 131(41.5)

조사 10(9.2) 20(13.4) 5(8.6) 35(11.1)

입원자료 5(4.2) 13(8.7) 3(5.2) 21(6.6)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심장병

신고 16(14.7) 25(16.8) 10(17.2) 51(16.1)

생정통계 12(11.0) 12(8.1) 3(5.2) 27(8.5)

표본감시 15(13.8) 20(13.4) 5(8.6) 40(12.7)

등록 46(42.2) 63(42.3) 26(44.8) 135(42.7)

조사 15(13.8) 18(12.1) 8(13.8) 41(13.0)

입원자료 5(4.6) 11(7.4) 6(10.3) 22(7.0)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간질환

신고 23(21.1) 27(18.1) 11(19.0) 61(19.3)

생정통계 4(3.7) 10(6.7) 2(3.4) 16(5.1)

표본감시 19(17.4) 19(12.8) 9(15.5) 47(14.9)

등록 44(40.4) 61(40.9) 27(46.6) 132(41.8)

조사 14(12.8) 24(16.1) 7(12.1) 45(14.2)

입원자료 5(4.6) 8(5.4) 2(3.4) 15(4.7)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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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관절염

신고 16(14.7) 26(17.4) 6(10.3) 48(15.2)

생정통계 6(5.5) 9(6.0) 3(5.2) 18(5.7)

표본감시 30(27.5) 33(22.1) 15(25.9) 78(24.7)

등록 28(25.7) 44(29.5) 14(24.1) 86(27.2)

조사 23(21.1) 31(20.8) 16(27.6) 70(22.2)

입원자료 6(5.5) 6(4.0) 4(6.9) 16(5.1)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요통/좌골통

신고 16(14.7) 26(17.4) 5(8.6) 47(14.9)

생정통계 7(6.4) 7(4.7) 3(5.2) 17(5.4)

표본감시 29(26.6) 35(23.5) 16(27.6) 80(25.3)

등록 24(22.0) 45(30.2) 14(24.1) 83(26.3)

조사 26(23.9) 30(20.1) 16(27.6) 72(22.8)

입원자료 7(6.4) 6(4.0) 4(6.9) 17(5.4)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소화성궤양

(위염)

신고 15(13.8) 26(17.4) 4(6.9) 45(14.2)

생정통계 6(5.5) 4(2.7) 1(1.7) 11(3.5)

표본감시 27(24.8) 32(21.5) 18(31.0) 77(24.4)

등록 27(24.8) 48(32.2) 20(34.5) 95(30.1)

조사 24(22.0) 30(20.1) 9(15.5) 63(19.9)

입원자료 10(9.2) 9(6.0) 6(10.3) 25(7.9)

계 109(100) 149(100) 58(100) 316(100)

질환명 감시체계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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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감시체계 중 등록을 선택한 이유 

2) 등록의 형태 및 효율적 방법 

 만성병 등록사업 시행시 등록의 형태 및 등록시스템의 진행방법에 대한 질

문에 대한 응답은 표 33과 같다. 개원의 및 봉직의 모두 자발적 등록에 외

부 인센티브가 결합된 형태의 등록을 선호하 고, 등록방법으로는 인터넷

(ASP)보다는 C/S방식의 등록프로그램 사용을 선호하 다. 의사 각 그룹에 

따른 등록방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봉직의 응

답 중 기타는 등록자체의 반대 다. 

선택이유 응답수 비율(%)

활용의 효율성, 현실성 39 32.5

정확한 통계자료(유병율, 발생률) 산출가능 20 16.7

병의 특성(중증도, 유병율) 12 10.0

병의 유병율,발생율 6 5.0

병의 중증도 5 4.2

지속적 체계적 적극적 관리필요 13 10.8

정보의 공유, 활용용이 9 7.5

환자관리용이 6 5.0

국민건강증진 4 3.3

의료이용도 2 1.7

진단의 용이도 2 1.7

기타 2 1.7

계 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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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등록의 형태 및 진행방법 

                                                                        (단위: 명(%))

근무형태 진행방법
형태 

우편 인터넷(ASP) 등록프로그램 기타 계

개원의

의무적 10(40.0) 5(20.0) 11(20.8) 26(25.2)

자발적 3(12.0) 3(12.0) 5(9.4) 11(10.7)

자발적 12(48.0) 17(68.0) 37(69.8) 66(64.1)

+인센티브

계 25(100) 25(100) 53(100) 103(100)

봉직의

의무적 18(60.0) 12(29.3) 7(13.7) 37(29.8)

자발적 2(6.7) 5(12.2) 8(15.7) 1(50.0) 16(12.9)

자발적 10(33.3) 24(58.5) 36(70.6) 70(56.5)

+인센티브

기타 1(50.0) 1(0.8)

계 30(100) 41(100) 51(100) 2(100) 124(100)

기타

의무적 6(60.0) 4(25.0) 8(30.8) 18(34.6)

자발적 1(10.0) 4(25.0) 2(7.7) 7(13.5)

자발적 3(30.0) 8(50.0) 16(61.5) 27(51.9)

+인센티브

계 10(100) 16(100) 26(100)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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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사업 운

 등록사업의 효율적 운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문항은 3가지로 등록시스

템 사용시 문제점, 등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록사업을 통

한 기대효과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가) 등록시스템 사용시 문제점 

등록시스템을 임상현장에서 활용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

자의 51.8%가 ‘시간이 없고 번거로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 으며, 

그 외 36.7%가 ‘판별기준 및 입력사항 모호’ 라고 응답하 다.

개원의, 봉직의, 기타 그룹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개인정보 누출 및 보안문제가 있었다(표 34). 

표 34. 등록시스템 사용시 문제점 

                                                                        (단위: 명(%))

문제점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시간없고 번거로움 54(52.4) 66(53.2) 24(46.2) 144(51.8)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5(4.9) 9(7.3) 8(15.4) 22(7.9)

판별기준 및 입력사항모호 39(37.9) 45(36.3) 19(36.5) 102(36.7)

필요성 못느낌 4(3.9) 3(2.4) 1(1.9) 8(2.9)

기타 1(1.0) 1(0.8) 0(0) 2(0.7)

계 103(100) 124(100) 52(100) 2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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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 

 

   만성병 등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에게 필요한 점으로는 정부차원

의 feedback과 환자관리 및 진료에 유용한 등록프로그램을 들었으며 응답

자 근무형태에 따른 그룹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기타 필요한 점으로 지적된 것은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 병의원간 정보공유 

방안 등이 있었다. 

표 35. 등록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 

                                                               (단위: 명(%))

* 복수선택

 표 36은 등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 외적 인센티브에 대

한 응답결과이다. 등록비, 진료비 지원등의 경제적 보상이 89명이 선택하

으며, 만성질환관리수가의 적정화, 보험급여 확대 등 보험에 관련된 응답도 

57건이었다. 기타 정보공유 및 제공, 전문교육, 학술지원등에 대한 정보관

련 응답이 29건, 만성병 등록우수기관 혹은 전문요양기관 등 정부차원에서 

인증을 하거나 공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10건으로 비교

적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필요사항*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정부차원 feedback 44(35.2) 61(38.1) 33(40.7) 138(37.7)

정부차원 외적 인센티브 31(24.8) 34(21.3) 20(24.7) 85(23.2)

환자관리 및 진료에 유용한

등록프로그램 
49(39.2) 62(38.8) 28(34.6) 139(38.0)

기타 1(0.8) 3(1.9) 4(1.1)

계 125(100) 160(100) 81(100) 3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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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정부차원 외적 인센티브 종류

                                                                        (단위: 명(%))

구분 내 용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경제적보상 금전적 보상 10(11.1) 17(15.3) 12(30.0) 39(16.2)

등록비(건당 산정) 9(10.0) 9(8.1) 18(7.5)

　
재정지원(진료/치료/검사/약제비

등)
16(17.8) 16(14.4) 　 32(13.3)

세제혜택 세금감면 등 8(8.9) 14(12.6) 4(10) 26(10.8)

보험 보험삭감감소 3(3.3) 2(1.8) 3(7.5) 8(3.3)

급여비의 빠른 지급 1(1.1) 1(2.5) 2(0.8)

만성질환관리수가 적정화 13(14.4) 12(10.8) 9(22.5) 34(14.1)

보헙급여확대(범위, 일수) 4(4.4) 2(5.0) 6(2.5)

　 보험혜택 3(3.3) 4(3.6) 　 7(2.9)

홍보/광고 등록우수/전문요양기관/의사 2(2.2) 7(6.3) 1(2.5) 10(4.1)

　 의료환경개선 　 1(0.9) 　 1(0.4)

환자관리 무료정기검진 및 스크리닝 2(2.2) 6(5.4) 1(2.5) 9(3.7)

　 환자관리지원(교육,책자 등) 4(4.4) 4(3.6) 2(5.0) 10(4.1)

정보 정보공유 및 제공 4(4.4) 12(10.8) 4(10.0) 20(8.3)

전문교육(연수강좌 등) 2(2.2) 2(1.8) 4(1.7)

　 학술/연구지원 3(3.3) 2(1.8) 　 5(2.1)

기타 자율성보장 　 　 1(2.5) 1(0.4)

개인별 포인트제도 1(1.1) 1(0.9) 2(0.8)

　 무료프로그램(자동관리시스템) 5(5.6) 2(1.8) 　 7(2.9)

계 90(100) 111(100) 40(100) 2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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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사업의 기대효과  

만성병 등록사업 결과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등록사업결과 얻을 수 있

는 정보,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 등록사업결과 얻은 정보의 활용‘의 

3가지로 나누어 행한 질문에 대한 결과, 만성병 등록사업 결과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로 응답자의 43.9%가 발생률, 유병율 등 실제 역학데이터를 선택하

으며, 개원의, 봉직의그룹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타 얻고자 하는 정보

로는 의료경제학적 손실정도, 의료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정도, 세계적 추세 

등이 있었다. 

표 37. 만성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 

* 복수응답

정보
*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발생률, 유병율 등 

역학관련 데이터
66(44.3) 83(43.9) 37(43.0) 186(43.9)

발생원인, 합병증, 특성 등 

질병상세정보
49(32.9) 57(30.2) 26(30.2) 132(31.1)

환자의 추적/관리정보 33(22.1) 43(22.8) 21(24.4) 97(22.9)

기타 1(0.7) 6(3.2) 2(2.3) 9(2.1)

계 149(100) 189(100) 86(100) 4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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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병 등록사업 활성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대

부분 환자들에게 만성병에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표 38). 기타 제공 가능한 혜택으로 병의원 정보공유를 통한 의료사고 

예방, 진료비 보조, 주기적/체계적 관리, 좋은 치료효과, 적극적 예방효과, 관련

기관 이용시 편의 등이 있었으며, 실제 혜택은 별로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

었다.   

표 38. 등록사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혜택 

                                                                        (단위: 명(%))

 만성병 등록시스템의 운 을 통해 얻어진 정보 등은 전체 의사응답자의 

51.7%가 국가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응답하 고, 

31%는 보건사업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표 39). 기타 환자

관리지침, 질병연구와 치료, 교육, 의료소외방지 도구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혜택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만성병에 관련된 정보제공 81(54.4) 102(54.0) 44(51.2) 227(60.1)

내원일 등에 대한 안내 등의 서비스 48(32.2) 61(32.3) 30(34.9) 139(36.8)

기타 3(2.0) 7(3.7) 2(2.3) 12(3.2)

계 149(100) 189(100) 86(100) 3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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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만성병 등록시스템 운 을 통한 정보의 활용 

활용방식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기타 계

응답수(비율%) 응답수(비율%) 응답수(비율%) 응답수(비율%)

보건사업 지침 44(31.7) 51(28.7) 32(34.4) 127(31.0)

국가보건정책 수립 72(51.8) 97(54.5) 43(46.2) 212(51.7)

연구목적 22(15.8) 26(14.6) 18(19.4) 66(16.1)

기타 1(0.7) 4(2.2) 0(0) 5(1.2)

계 139(100) 178(100) 93(100) 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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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만성병등록시스

템의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로 선진국 사례 고찰 및 임상의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중점관리 만성병 선정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각 

질환별 적합한 감시체계 특히 등록사업의 설계 및 실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질병감시 체계방법들 중 등록사업은 많은 비용과 노력

이 절약되며, 매우 훌륭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주며, 만성병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은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전체응답자들에서 우선관리가 필요한 만성병의 순위별 응답수는  1순

위의 경우 고혈압 (212명), 2순위 당뇨병(164명), 3순위 당뇨병 (67명), 4

순위 심장병 (67명), 5순위 중풍(뇌혈관질환)(58명)이었다.  응답의사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구분해보았을 때  개원의의 경우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 간질환, 중풍(뇌혈관질환)순이었으며, 봉직의의 경

우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중풍(뇌혈관질환), 중풍(뇌혈관질환) 순, 기타

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병, 중풍(뇌혈관질환), 관절염, 관절염 순으로 1,2 순

위까지는 모두 동일했으나 3순위부터는 근무형태에 따른 관리필요 만성병

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순위 1순위만을 보았을 때 우선관리 필요 만성병의 순서는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중풍(뇌혈관질환),심장병 순으로 우선순위별 다수 응답 만

성병 순서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중풍(뇌혈관질환)과 간질환이 포함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리필요 만성병 총 응답 수에 우선순위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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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중치를 곱한 결과 우선관리 필요순서인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중풍

(뇌혈관질환), 심장병과 비교할 때 당뇨병과 간질환의 순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 응답자의 경우는 모든 조건에서 우선관리 필요 만성병은 

고혈압이었다. 2001년 CDC에서 Chronic Disease Management에 대한 의

사대상 설문결과의 우선순위는 당뇨,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천식, 만성폐질

환, 만성우울, 만성신부전, 말기 간질환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며(CDC,2002), 보건학적, 경제적 문제의 크기를 근거

로 암,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치매 등을 국가중

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한 이원 의 정책제언(2002)결과와도 암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일치했다. 본 연구 결과 응답 중 암(악성신생물)을 기록한 의사

는 극소수 는데 이는 암은 이미 등록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의사응답자들의 경우 우선관리필요 만성병의 주 결정요인을 사회적 비

용지출 과다, 높은 발생률, 국민건강증진, 병의 위중도 순으로 답하 는데 

이 결과는 임상 의사들의 경우는 병의 위중도를 우선순위 결정요인으로 간

주한다는 문헌(Glyn L. et al, 2001)과 다르게 오히려 보건학적 우선순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우선관리 필요결정요인을 ‘주위

에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를 첫 번째로, 그리고 건강증진, 치료

비용 소모과다등을 선택했고, 본인이나 가족/친척중 만성병을 앓고 있는지 

유무와 우선순위 결정요인은 통계학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만성병 유병여부가 우선순위 결정요인에 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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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병감시체계의 효율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질문에서 고혈압, 당뇨

병, 중풍(뇌혈관질환), 심장병, 간질환의 경우 자료수집은 능동적으로, 등록

사업에 의한 감시체계가 적합하다고 응답하 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응답자

의 32.5%에서 개발/활용의 효율성과 현실적용 가능성을 들었고, 정확한 통

계자료의 산출가능성, 지속적, 체계적 관리 가능, 병의 특성에 따라, 환자관

리 용이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하 다. 국가적 만성병 감시체계는 전

국적 질병발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병원을 선정하고 표본병원의 의무기록

을 통해 자료를 얻는 표본감시체계로 운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가 심혈

관질환발생 감시모델 개발연구(복지부, 1999)에서도 역시 표본감시체계를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 다. 그러나 본연구의 경우 의사들은 고혈압, 당뇨

병에 적합한 감시체계로 등록사업을 선택하 고, 등록사업이 더 활용의 효

율성과 현실성 면에서 표본감시체계보다 적합하다고 응답하 다.  이는 최

근 의료환경의 변화 즉, 병/의원 관리프로그램의 확산, 인터넷 사용자수 증

가 등으로 인한 절차 간편 및 활용의 용이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성병 등록사업의 형태 및 진행방법은 개원의, 봉직의, 기타 모두에서 

자발적 등록과 외적 인센티브가 결합된 형태를 선호하 으며, 등록방법으로

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C/S방식의 등록프로그램의 사용

을 선호하 다. 최근 급증하는 의료인들의 인터넷 사용자수 증가 및 기존 

등록사업의 웹기반 방식으로의 변화에 반하여 의사들의 경우 등록사업은 인

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C/S 프로그램 사용을 선호하는 것은 병/의원 

모두에서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의원내 인터넷 연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병 등록사업의 효율적 운  및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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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1.8%의 의사가 ‘시간없고 번거로움’을 36.7%는 ‘판별기준 및 입력사항 

모호’를 들었으며,  등록사업의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환자관리 

및 진료에 유용한 등록프로그램’과 ‘정부차원의 feedback’을 선택하 다. 이

는 임상의들이 등록사업 참여시 부여되는 외적인센티브보다는 실제 임상에

서 활용의 용이성, 정보의 활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등록방식이 ‘등록프로그램의 사용’이었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

로 만성병 등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적용 및 활용이 용이해야

하며 이를 통한 정보의 feedback 및 공유가 원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만성병등록시스템 개발의 기초연구로 실제 임상의들이 생각

하는 우선관리 필요 만성병의 순위, 우선순위 선정요인, 질환별 감시체계 

종류, 등록사업의 방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것으로 이 

연구결과는 실제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생각과 국가의 정책결정자

들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어 결정자들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KIMS OnLine사이트와 이메일뉴스레터를  통한 웹설

문을 통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부가적 방법(예. 전화, 종이 설

문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 을 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연령도 대부분 30대로 젊은 층에 편중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을 무작위 표

본 추출한 게 아니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성을 둘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방법에 더하여 다양한 조사방법, 대표

성 있는 표본의 선정, 좀더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임상의들의 의견수렴이 이

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국가 만성병감시체계의 도입 및 운 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 모델 및 효율적 운 ,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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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만성병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만성병 등록시

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로 국내 및 외국의 기존 만성병 감시체계 및 

등록시스템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임상의 및 일반인대상 설문을 시행하

여 국가중점관리가 필요한 만성병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각 질환별 적

합한 감시체계 설계 및 실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직에 근무하는 의사 및 일반인들이 생

각하는 국가중점관리가 필요한 만성병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를 선정한 각

각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질환에 따른 효율

적인 만성병감시체계의 종류 및 등록사업 시행시 형태, 방법,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만성병관리법이 제정되고 국가차

원의 만성병감시체계의 운  및 활성화에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만성병, 중점관리가 

필요한 이유, 감시체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의견은 국가정

책결정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의견수렴단계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

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차원 만성병 감시체계의 구축 및 활성

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의사 및 일반

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과 같은 의사 및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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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병부터 시행함이 바람직하

다.  

  둘째, 각 질환별 만성병 감시체계의 종류 선정시 이론적 부분과 현실

적 활용 및 참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및 간

질환의 경우 등록에 의한 감시를 선택함이 바람직하며, 인터넷을 사용한 등

록방식보다는 C/S(Client/Server)방식의 실제 임상에서 유용한 등록프로그

램을 개발, 배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시행전단계에서는 임상의들을 대상으로 

만성병감시체계의 필요성 강조 및 의견수렴, 감시체계 시행단계에서는 만성

병감시체계를 통해 얻어진 정보의 공유 및 환자 교육/관리에 유용한 가 가

능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만성병 감시체계 및 등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수가

의 적정화, 보험급여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 진료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 우수기관 인증 및 의료기관 홍보 혜택 등과 같은 의사들이 실제로 필

요로 하는 혜택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임상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인원의 임상 의

사들을 대상으로 각 질환별 만성병감시체계의 운 방안, 형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구체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조속히 시

행되어야 한다. 



- 85 -

참고 문헌

김정순, 안수연, 양숙자 등. 역학과 지역사회 보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김정순.  한국인의 건강과 질병양상, 2001

남정자, 최은 , 김혜련등. 98 국민건강 양조사 - 건강검진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2001. 12

보건복지부. 만성질환 통계생산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20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0호(2002.6.10) 

보건복지부. 암등록지침서_200212 워크샵, 2002

보건복지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2000. 1∼12), 2002

보건복지부. 환자조사보고서, 2000

서일, 천병렬, 박종구 등. 국가 심혈관질환 발생 감시 모델 개발에 관한 연

구과제 최종 결과보고서, 1999

오 호, 오진주, 지 건. 만성질환 실태와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건세. 의무기록과 의료보험청구명세서의 진단코드 일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이원 . 국가질병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02



- 86 -

이충원, 임현숙. 전국중앙암등록사업회원병원의 병원암등록방법 실태. 계명의대

학술지 2001;20(2):95-106

장 식, 도세록, 고경환 등. OECD 요구 보건통계 생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2

정 호, 고숙자. 5대 사망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 2001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3

최정수‧남정자‧김태정‧계훈방,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5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042-481-2259.61 

통계청. 200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01 

Backer G, Laaser U. Cardiovascular diseease surveill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Cooper LS, Leupker RV, Higgins M, et al. NHLBI Workshop on 

method for the surveilla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National Heart, Lung, Blood Institute, 1996

Elyen Z. Surveillance and monitoring of cardiovascular disease : 

assessment of trends. Int J Epidemiol 1976;5:77-81 

Gregg MB, Dicker RC, Goodman RA. Field epidem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6-17

Glyn L, Ricardo A. Classification, disability and the public health 

agenda. British Medical Bulletin 2001;57:3-15



- 87 -

Halperin W, Baker EL. Public health surveillance. Van Nostrand 

Reinhold, 1992

Jae-Gahb Park. The Cancer Registry System in Korea

         - A New Type: The Pillar Model , 2002

Kim JP, Park IS, Ahn YO, et al. Cancer incidence in Seoul, Korea: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study of the Seoul Cancer 

       Registry. J Korean Med Sci 1995;10(2):74-84

OECD, 2001 OECD Health Data, 2001

Teutsch SM, Churchill RE. Principles and practice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Tunstall-Pedoe H, Kuulasmaa K, Amouyel P et al. Myocardial     

       infarction and coronary deaths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MONICA Project. Registration procedures, event 

       rates and case facility in 38 populations from 21 countries in 

       4 continents. Circulation 1994;90:583-612. 

Tunstall-Pedoe H, Kuulasmaa K, Mahonen M, Tolonen H, Rukokoski 

       E, Amouyel P, for the WHO MONICA Project. Contribution of 

       trends in survival and coronary event rates to changes in 

coronary heart disease mortality : 10-year results from 

37WHO MONICA Project populations. Lancet. 

1999;353:1547-57 



- 88 -

부 록 1. 국민건강‧ 양조사의 만성질환 분류

분류 Ⅰ: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SELECTED SKIN AND MUSCULOSKELETAL CONDITIONS)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101 관절염 Arthritis
711. , 0, 9, 712. , 8, 9
714-716, 720.0, 721

0102 류마티즘 Rheumatism, unspecified 729.0

0103 통풍(통풍성관절염 포함) Gout, including gouty arthritis 274

0104 좌골통 Sciatica(including lumbago) 724.2, 3

0105 디스크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722

0106 뼈의 돌출/건염(인대) Bone spur/tendinitis NOS 726. , 9

0107 뼈 또는 연골장애 Disorder of bone or cartilage
730. , 0-3, 9, 
731. , 0, 2, 732, 733

0108 엄지발가락 안쪽의 염증(활액낭의 염증) Bunion 727.1

0109 활액낭염 Bursitis, NEC 726.0-8, 727. , 0, 2-9

0110 지선의 질환 Sebaceous skin syst 706.2

0111 여드름 Acne 706.0, 1

0112 건선(버짐) Psoriasis 696

0113 피부염 Dermatitis
690-694(693.2 NHIS 
code)

0114 소양증(피부가려움증) Dry(itching) skin NEC 698.9

0115 피부의 만성궤양 Chronic ulcer of skin 707

0116 손발톱의 질환(발톱이 안으로 자라는 것) Ingrown nails 703.0

0117 티눈 및 굳은살 Corns and calluses 700

0118 피부의 양성신생물 Benign neoplasms of the skin 216

0119 피부암 Malignant neoplasms of the skin 172, 173

0120 피부질환(무좀, 알러지)

0121 기타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어깨결림) 728

0122 골다공증

0123 골수·림프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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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Ⅱ : 소화기계 질환(SELECTED DIGESTIVE CONDITIONS)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301 담석증 Gallbladder Stones 574

0302 만성 간질한 및 경변, 지방간 Liver Diseases Including Cirrhosis 571, 572, 573. , 0, 3-9

0303 위궤양 Gastric Ulcer 531

0304 십이지장궤양 Duodenal Ulcer 532

0305 소화성궤양 Petic Ulcer 533

0306 복강 헤르니아 Hernia of Abdominal Cavity 550-553

0307 식도질환, 혀, 구강질환 Disease of the Esophagus 530

0308 위염 및 십이지장염 Gastritis and Duodenitis 535

0309 소화불량 Indigestion 536.8

0310
기타 위기능장애 

Other Functional Disorders of Stomach and Digestive System
536(except .8), 787

0311 장염 및 대장염 Enteritis and Colitis 555, 556, 558

0312 대장경련 Spastic Colon 564.1

0313 장게실 Diverticula of Intestines 562

0314 변비 Constipation 564.0

0315
기타 위 및 장관장애, 장기능저하, 복막염

Other Stomach and Intestinal Disorders

534, 537, 560, 569, 

567, 540

0316 위암 Malignant Neoplasms of Stomach 151-154

0317
장암(대장암, 직장암) 

Malignant Neoplasms of Intestines, Colon, and Rectum)

0318 간암

0319 구강암

0320 기타소화기계질환(췌장)

0382 만성중이염(귀에서 진물이 나고 아픔)

0383 기타 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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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Ⅲ. 비뇨기계, 신경계, 내분비, 대사질환과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SELECTED CONDITIONS OF THE GENITOURINARY, NERVOUS, ENDOCRINE, 

METABOLIC AND BLOOD AND BLOOD FORMING SYSTEMS)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401 갑상선 종양 Goiter 240, 241, 242.0-3

0402 기타 갑상선 장애 Other Disorders of the Thyroid 242.4, 8, 9, 243-246

0403 당뇨 Diabetes 250

0404 빈혈 Anemias 280-285

0405 간질 Epilepsy 345

0406 편두통 Migraine Headache 346

0407
기타 두통, 만성두통 Other Headche(Excludes Tension 

Headche)
784.0

0408 신경통 또는 신경염 Neuralgia or Neuritis, Unspecified 729.2

0409 신장의 결석 Kidney Stones 592

0410 신장의 감염 Kidney Infections 590

0411 기타 신장장애 Other Kidney Trouble, NEC 581-583, 593

0412 방광감염 Bladder Infections 595. , 0-3, 8, 9

0413 방광의 기타장애, 요도 Other Disorders of Bladder 594.1, 596

0414 전립선 질환 Diseases of Prostate 600-602(ex 601.4)

0415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340

0416
여성생식기의 염증성 질환

Inflammatory Disease of Female Genital Organs
614-616

041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질환

Non-Inflammatory Disease of Female Genital Organs
620-624

0418 월경이상 Menstrual Disorders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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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Ⅲ : (계속)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419
기타 여성생식기의 질환, 생리통

Other Disorders of Female Genital Organs

617-619, 625, 627, 

628. , 0, 2-9, 629. 0, 1, 8

0420 여성생식기의 장애 Female Trouble, NOS 629. ,9

0421 유방암(여성) Malignant Neoplasm of Breast-female 174

0422 자궁암 Malignant Neoplasms of Female Genital Organs 179-184

0423 전립선암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185

0424 유방의 양성종양(여성) Benign Neoplasm of Breast - female 217

0425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자궁근종

Benign Neoplasms of Female Genital Organs
218-221

0426 눈 및 눈속기의 질환

0427 기타 남성생식기의 질환

0428 신경계 및 감각기계의 기타질환(파키슨씨병)

0429 난소암

0430 기타부위의 양성종양

0431 기타부위의 악성종양(뇌종양, 방광암, 신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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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Ⅳ : 순환기계의 질환(SELECTED CIRCULATORY CONDITIONS)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501 류마티열 Rheumatic Fever with or without Heart Disease
390, 392-398, 399

(NHIS code only)

0502 협심증 Ischemic Heart Disease

413, 414 (NHIS includes 

410-412 and 429.6 in 

414)

심장박동부정 Heart Rhythm Disorders

0503 빈맥, 상세불명의 심급박증 Tachycardia or Rapid Heart 417.0-3, 785.0

0504 심장의 잡음 Heart Murmurs 785.2

0505
기타 상세불명의 심장율동부전, 부정맥

Other and Unspecified Heart Rhythm Disorders
427. , 4-6, 8, 9, 785.1

0506 선천성 심장질환 Congenital Heart Disease 745, 746

0507
기타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Other Selected Diseases of Heart(excludes Hypertension)

415-417, 420. , 9, 

421. , 0, 9, 422. , 9, 

423, 424, 425. . 0-5, 9, 

426, 428, 429. , 0-5, 8, 9

0508 고혈압 High Blood Pressure(hypertension) 401-405

0509 뇌혈관 질환 Cerebrovascular Disease

430-435, 437 

(NHIS includes 436 and 

438 in 437)

0510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Hardening of the 

Arteries
440

0511 대동맥류 Aneurysm 441. , 0-6, 442

0512 정맥염, 혈전정맥염 Phlebitis, Thrombophlebitis 451

0513 하지의 정맥류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454

0514 치질 Hemorrhods 455

0515 순환기계의 기타장애, 혈액순환장애 Poor Circulation 459. , 8, 9

0516 저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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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Ⅴ : 호흡기계 질환(SELECTED RESPIRATORY CONDITIONS)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601 만성기관지염 Chronic Bronchitis 490, 491

0602 천식, 알레르기성 천식 Asthma 493

0603
건초열/알레르기성 비염 

Hay Fever/Allergic Rhinitis without Asthma

477(477.7 NHIS code)

0604 비용종 Nasal Polyps 471

0605 축농증(만성 부비동염) Chronic Sinusitis 473

0606 편향된 비중격 Deviated Nasal Septum 470

0607
편도 및 아테노이드의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of Tonsils and Adenoids

474

0608 만성 후두염 Chronic Laryngitis 476

0609 폐기종 Emphysema 492

0610 흉막염 Pleurisy 511

0611 진폐증과 석면증 Pneumoconiosis and Asbestosis 500-505

0612 결핵 Tuberculosis(Pulmonary) 011, 019(NHIS code)

0613
악성 폐 또는 기관지염

 Malignant Neoplasms of Lung and Bronchus
162. , 2-9

0614 기타 폐질환 Other Diseases of Lung 515, 518

0615
기타 호흡기계의 암

Malignant Neoplasms of Other Respiratory Sites
160, 161, 162.0, 163

0616 기타호흡기계 질환(인후염)

* 항상 급성인 질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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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Ⅵ : 정신과 질환 및 구강질환

코드번호 질 병 명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0700 신경증(불안증, 강박증)

0711 우울증, 정동장애

0790 치매(노망, 알츠하이며)

0791 알코올중독 및 기타 정신병

0723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0725 충치(치아우식증)

0795 정신분열증

0999 기타 만성질환 All Other Selected Chronic Conditions
기타 국제 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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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메디메디아코리아 총회원수 184,049명중 의사, 일반인회원수 

 

부록 3. 메디메디아코리아 KIMS OnLine (http://www.kimsonline.co.kr)사이트 내  

설문 초기화면 

KIMS OnLine 사이트내 팝업 화면 

의사 일반인

종합 22,704

46,855

준종합 4,900

의원 25,537

기타 5,767

계 5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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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의사대상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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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일반인대상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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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Surveillance 

System for Chronic Diseases. 

                                              Young Taek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Recently the need of effective government controlled surveillance 

system of chronic disease becomes very high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and healthcare c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n initial stage of building the 

systemic registry and policy formation of chronic disease, was to 

collect the data on chronic disease and the understanding of medical 

doctors and general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priority of disease, the factors 

of priority, registry type by disease, activated campaign of registry 

and method of registry development based on the opinions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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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 doctors and general people. Clinic doctors gave priority by 

hypertension, liver disease and diabetes mellitus while the general 

public gave heart disease, diabetes mellitus, digestive ulcers and 

hypertension. High healthcare cost was the number one factor of 

priority for the doctors and they prefer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actively by using C/S type of program with some incentives.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uture decision of designing 

government registry system and policy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Key words : surveillance system, chronic disease, registry, pri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