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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2004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결핵업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결핵은 전쟁 후 우리나라 인구의 1/3이상이 감염될 정도로 무
서운 전염병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해 보니
결핵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질병이라고 알고 있었던 저에게 현재 결핵실태
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증가,OECD국가 중 결핵환자 발
생 및 사망률 1위,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환자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결
핵관리사업을 평가해 보고 싶어 결핵관리사업 중 결핵예방을 위해 국가가 직접
신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인 결핵 검진 프로그램을 평가하였습니다.제가 감당하기
엔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이용한 결핵
검진프로그램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강혜영교수
님과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정모 교수님과 이순
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또한 본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신 김화현 팀장님,한응수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논문을 구상할 때
조언을 해준 이창훈 선생님,이래구사무관님,각종 자료수집과 연구내용에 도움을
주신 오은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논문을 걱정해 주시고 업무를 도와
주신 정은정선생님과 다른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대학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선생님들의 배려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그리고 서
로의 논문을 함께 고민해 준 대학원 동기인 고승일선생님,전찬인선생님,박수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아낌없는 후원자인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논문 쓴다고 늦게

잠들고 고생할 때 함께 걱정해주고 예심,본심때마다 기도해준 부모님,어진,태
훈,태우,현우에게도 감사드리며,늘 부족한 딸을 귀히 사용하시고 함께하시는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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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매 5년마다 전국 결핵실태조사를 1995년까지 시행하여
결핵감염률과 유병률을 파악하여 왔다.그 결과 결핵감염률은 매년 7.3% 비율로
감소하여 왔으며,전염성 폐결핵의 유병률도 1965년에 10만명당 668명에서 1995
년에는 93명으로 감소,2005년에는 10만명당 62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결핵이 뚜
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그러나 결핵퇴치수준인 폐결핵 도말양성환자가 인구
10,000명당 1명 발생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결핵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또
한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 및 사망률이 1위인데 비해 국민관심은 낮아져 국
가결핵관리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결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개인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그러나 결핵은 전염병으로 개인적인 건강관리로 완전히 진단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각종 결핵검
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결핵검진프로그램에서 1차적 스크
리닝법으로 흉부방사선검사를 채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촬영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간접촬영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종 결핵검진프로그램에서 흉부방사선을 통한 검사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먼저 공공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핵검진프로그램
에 대한 사업방법에 검토하였다.그 다음에 2001~2005년까지 검진프로그램 별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였으며,발견된 환자건수로 검진프로그
램의 효과로 측정하여 비용 대 환자건수로 비용-효과성을 측정하였다.또한
WHO기준을 이용하여 결핵으로 인한 손실비용과 검진프로그램을 통한 결핵전염
방지비용을 비교하였다.
검진프로그램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내소자검사,건강검진,이동검

진,가족검진,학생검진을 연간목표량을 정하여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협조하
여 시행하고 있다.보건소내소검사는 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내소하여 결핵검사를
받는 경우로 2001~2005년까지 대상자,환자발견,발견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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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취업 등의 사유로 보건소에서 받는 각종 건강검진 중에 실시하는 흉
부방사선 검사로 2001~2005년까지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발견,발
견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이동검진은 오벽지,노숙자 등의 고위험군에게 시
행하는 검진프로그램으로 2001~2005년까지 대상자,환자발견,발견률이 모두 감소
하고 있었다.가족검진은 결핵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검진프로그램으로 2001~2005
년까지 대상자는 매년 감소하였으나 환자발견,발견률은 2001~2004년까지 감소하
다가 2005년에 증가하였다.학생검진은 중1부터 대학생까지 시행하는 검진 프로
그램으로 2001~2005까지 대상자,환자발견,발견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비용-효과분석 결과,보건소내소는 2001~2005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5.3% 떨어
지고 있었으며 건강검진은 평균 19.2%,이동검진은 평균 34.9% 떨어지고 있었다.
가족검진의 경우 2001~2004년까지 평균 25.5% 떨어지다가 2004~2005년에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학생검진의 경우 2003~2004년에 2.5% 비용-효과성이 증
가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8% 떨어지고 있었다.
결핵검진에 든 비용은 총 1,319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전염이 일어나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305.9억~458.8억원의 진료비가 소요
될 가능성이 있다.또한,결핵이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049~42,100억원,사
망으로 추가로 3,06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결핵검진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은 떨어지고 있

으며 특히 이동검진의 비용-효과성이 38.9%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 프로그
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검진 프로그램도 비용-효과성이 가
족검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진프로그램에서 쓰이는 비용이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아직 적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핵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연구를 기본으로 결핵검진 프로그램이 더욱 비용-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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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매 5년마다 전국 결핵실태조사를 1995년까지 시행하여
결핵감염률과 유병률을 파악하여 왔다.연간 결핵감염 위험률은 1965년 5.3%에서
1995년에는 0.5%까지 줄어들었고,전염성 폐결핵 유병률은 같은 기간 동안에 10만
명당 668명에서 93명으로 감소하였다.당시 비슷한 경제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결핵을 관리하고 조절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이 점이 우리
나라 국민들이 결핵에 대한 관심저하 및 간과하게 만들어 아직도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OECD국가 중 결핵발생과 사망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5).따라서 결핵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인 건강관리
의 중요성도 부각되어지고 있다.
결핵진단에는 흉부방사선진단과 객담검사,결핵 DNA지문검사,PPDtest등이 있

는데 가장 손쉽고 빠르며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
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검사방법은 위음성,위양성이 많아 신뢰성 및 타당성 등 재
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사선 전문의의 경우 위음성률이 30%,위양
성률이 1% 내외이고 동일사진에 대한 판정의 불일치(호전,악화,무변화 판정)률이
판독자간에 27~30%,동일 판독자 스스로에서 19~24%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특
히,성인에서 흔히 보는 재감염 결핵병소에 대해서 활동성,비활동성의 판정에는 각
각 51.4%,62,2%의 일치도를 보여 흉부방사선의 단독 판정의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유세화,1999).또한,결핵 흉부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신환자로 발
견되는 비율이 전체 검진인원에서 12%에 불과하며,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로
객담검사,약제감수성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흉부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진단적 가치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유병률이 낮은 나

라에서는 비판적인데(Frieden,2004)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정도의 유병률을 가진 나
라에서는 이와 같은 이 검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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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또한 흉부방산선 검사로 진단되는 흉부이상 중 비활동성이거나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는 사소한 이상들이 많아 의례적은 검사 중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
으나 흉부방사선 검사는 HIV/AIDS감염자와 같이 객담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는 결
핵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 흉부방사선진단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현실적
인 여건상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흉부방사선검사를 결핵검진에서 1차 스크리닝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본절차 등에 있어 국가에서 발간하는 지침(질병관리본부,
2006)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공공부문에서 계획량을 세워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현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으로는 건강검진,이동검진,가족검진,
학생검진이 있다.이 중 건강검진에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
고 있는 검진으로 이동이 없는 검진사업이고 나머지 이동검진과 가족검진은 주민검
진으로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대한결핵협회가 위탁을 맡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검
진은 대한결핵협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3년 WHO추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

하여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으나 결핵위험국가에 비해서는 중간정도의 유병률을
가진 나라이다.현재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대중검진을 시행하여 환자
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비용-효과적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정
도의 유병률을 가진 나라가 유병률이 높은 나라와 같이 대중에게 흉부방사선검진을
시행하여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현재
결핵유병률이 낮은 선진국에서는 검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일본에서
는 학생을 제외한 타검진에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않고 있으며 환자가 스스로 증
상을 지각하고 병원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WHO에서는 인구 만명당 결핵환자가 2명이 발생한 경우 검진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며 폐결핵 도말양성환자가 인구 만명당 1명 발생한 경우를 퇴치로 보는데 우리
나라의 결핵현실은 퇴치에는 아직 역부족이다.그러나 결핵의 감소에 따른 현 국가
결핵관리사업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동 사업 중 환자발견을 위해 국가가 개
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흉부방사선검사를 이용한 검진프로그램에 대해 경제성을 가
지고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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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가가가...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는 44년 동안 보건소 위주의 결핵관리사업을 시행
하여 결핵의 유병률을 낮추어 왔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결핵환자수도 감소하였
다.그러나 결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대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매우 드물다.
결핵흉부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결핵검진사업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투입된 비용과 인력의 결과로 측정된 효과인 발견환자수를 통하여 성과를
보고자 한다.또한 결핵으로 인한 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여 검진활동을 통하여 결핵전염방지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좋은지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나나나...세세세부부부목목목표표표
2001~2005년까지 검진사업별 비용을 추계하고,발견된 환자건수로 검진사
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발생한 비용에 따라 발견된 환자수를 나누어 비용-
효과성을 측정한다.
검진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발생 비용이 결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약제비 등과 결핵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발생비용과의 비용을 통해 유용성
을 산출해낸다.

다다다...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공공부문에서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진프로그램에서 결핵흉부방사선 검사의 사업의 효과를 경제성 측면
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흉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여러 검진활동에서의 비용-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결핵검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결핵의 발생
및 전염방지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결
핵이 발생되고 사망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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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결결결핵핵핵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실실실태태태
111)))세세세계계계의의의 결결결핵핵핵현현현황황황
전세계 인구의 약 1/3인 20억명이 결핵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세

계 HIV/AIDS사망자 3명 중 1명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2003년 전세계 연간
결핵환자 발생 수는 약88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핵으로 매년 200만명(매일 5,000
명)이 사망하고 있다(WHO,2004).

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결결결핵핵핵실실실태태태
우리나라는 결핵정보감시체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된 결핵현황 및 추이를 분

석하고 있는데 2005년 말 현재 활동성 결핵환자가 155천명으로 국민 311명당 1명
이 결핵환자로 보고 있으며 결핵신환자발생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살펴보면
2001년 결핵신환자는 34,123명(72.1명/10만명),2002년의 32,010명(67.2명/10만명),
2003년 30,687명(64.0명/10만명),2004년에 31,503명(65.4명/10만명),2005년의 결핵
신환자는 35,26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줄어들고 있으나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3,766명
(1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폐결핵 활동성이 폐결핵환자로 30,098명이 있
으며 그 중 1/3인 11,638명이 타인에게 전염성이 있는 도말양성 폐결핵환자(24.1명
/1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2004년에서 2005년까지 결핵환자신고수가 증가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8월에 정부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요양급여 청구수1)와
환자신고수의 차이에 대한 조사와 신고독려사업의 사업기간이 일치하였고,과거
지역적으로 신고홍보사업을 실시했던 지자체의 환자 신고수는 홍보사업이 시행된
연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추후 홍보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때에는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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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신고환자수로 저하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2005년의 신고 양상도 신
고독려 기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하되었
다고 한다.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환자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의 변화(전쟁,혁명 등 사회경제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2005년에는 없었으며,실제 환자가 증가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환자수가 증가하여야 하나,2005년의 경우 공공부문의 환자는 과거 추세와
같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도말양성 폐결핵 환자의 신고수
또한 전체 환자수의 증가 폭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고된 환자수의 분포가 특정기
간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는 과거의 신고양상이 다시 나타났으며,국민건강보험
결핵요양급여 청구건수가 연도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신
고비율의 상승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2006).

표표표111...연연연도도도별별별 신신신고고고결결결핵핵핵신신신환환환자자자(((율율율)))현현현황황황(((NNNeeewww tttuuubbbeeerrrcccuuulllooosssiiissscccaaassseeennnooo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 rrraaattteee
pppeeerrr111000000,,,000000000bbbyyyyyyeeeaaarrr)))

연도
구분

2001 2003 2004 2005
환자수
(case)

율
(Rate)

환자수
(case)

율
(Rate)

환자수
(case)

율
(Rate)

환자수
(case)

율
(Rate)

전결핵
(AllformsofTB) 32,010 [67.2] 30,687 [64.0] 31,503 [65.4] 35,269 [73.0]
폐결핵활동성
(NewPulmonaryTB) 28,039 [58.9] 26,940 [56.2] 27,947 [58.0] 30,098 [62.3]
폐결핵도말양성
(New Pulmonary
SputumSmear+)

11,345 [23.8] 10,976 [22.9] 11,501 [23.9] 11,638 [24.1]

폐외결핵
(NewExtra-
PulmonaryTB)

3,917 [8.3] 3,747 [7.8] 3,556 [7.4] 5,171 [10.7]
※ 율(Rate):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신고율(TBcasenotificationrateper100,000)

2005년에 결핵신환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 노령인구층에서 결핵신환자
율이 가장 높았고(171명/10만명)다음으로 20대로(88.7명/10만 명)후진국형 결핵환자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결핵환자의 74.3%가 생산연령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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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성별-연령별 결핵 신환자율(2005년)

남자의 경우에는 20대의 높은 신환자율이 이후에도 별로 감소하지 않고 연령증
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0대의
신환자율이 매우 높고 호흡기 결핵이 20대 여성의 사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사망통계(통계청,2005)를 보면 2,948명(인구 10만 명당 6.1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2005년까지 평균
2.3%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령별 사망 구성비율은 0～14세(0.1%),15～64세
(39.2%),65세 이상 1,789명(60.7%)으로 경제적 생산연령계층(15～64)세의 결핵사망
자가 1,278명(38.4%)으로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연령별 사망순위에서도 20～
50대 경제활동 인구의 10대 사망 원인 중 호흡기 결핵이 9위를 차지하며 특히 20
대 여성의 사망원인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체 감염성질환
사망자 5,192명 중 56.8%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

표표표222...연연연도도도별별별 결결결핵핵핵 사사사망망망자자자(((율율율)))현현현황황황(((TTTuuubbbeeerrrcccuuulllooosssiiisssmmmooorrrtttaaallliiitttyyyrrraaattteeepppeeerrr111000000,,,000000000bbbyyyyyyeeeaaarrr)))

연도
구분

2001 2001 2003 2004
사망수
(Death)

율
(Rate)

사망수
(Death)

율
(Rate)

사망수
(Death)

율
(Rate)

사망수
(Death)

율
(Rate)

전결핵
(AllformsofTB) 3,221 [6.7] 3,352 [7.0] 3,331 [6.9] 2,948 [6.1]
호흡기결핵
(NewPulmonaryTB) 3,030 [6.3] 3,162 [6.6] 3,147 [6.5] 2,780 [5.7]
폐외결핵
(NewExtra-
PulmonaryTB)

191 [0.4] 190 [0.4] 184 [0.4] 168 [0.3]

※율(Rate):인구 10만명당 결핵사망률(TBmortalityrateper100,000)

또한 2003년 WHO 추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이 1위로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각각 87명,10명으로
나타났다.이는 결핵발생률이 일본보다 2.8배,미국보다 17.4배 높으며,결핵사망률
은 일본보다 2.5배,미국보단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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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333...OOOEEECCCDDD 가가가입입입국국국의의의 결결결핵핵핵발발발생생생률률률 및및및 사사사망망망률률률 추추추계계계(((EstimatedTBIncidentand
MotalityrateofOECD members,222000000333)))

국국국가가가명명명 발발발생생생률률률
(((111000만만만 명명명당당당)))

사사사망망망률률률
(((111000만만만 명명명당당당))) 국국국가가가명명명 발발발생생생률률률

(((111000만만만 명명명당당당)))
사사사망망망률률률

(((111000만만만 명명명당당당)))
한국 87 10 아일랜드 12 1
일본 31 4 이탈리아 7 1
미국 5 0.0 룩셈부르크 12 1
캐나다 6 1 네덜란드 8 1
멕시코 33 5 노르웨이 6 1
오스트리아 14 1 폴란드 31 4
벨기에 14 1 포르투갈 45 5
체코 12 1 스페인 27 3
덴마크 8 1 스위스 7 1
핀란드 9 1 스웨덴 4 1
프랑스 12 1 슬로바키아 24 4
독일 8 1 영국 12 1
그리스 20 2 터키 26 4
헝가리 29 4 호주 6 1
아이슬란드 3 - 뉴질랜드 11 1

222...결결결핵핵핵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제제제학학학적적적 연연연구구구
배길한 등(2005)년에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산출하였는데 매년 결핵상병에 의한 총 진료비는 587.3
억원이며 급여비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면 총 본인부담금은 181.9
억이다.이중에서 호흡기결핵으로 155.8억원,폐외결핵 26억원,균양성자는 87.3억
원,균음성 호흡기 결핵은 73.5억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부분은 보험비급여 부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훨씬 더 높을 것이
다.약국에서 처방에 따른 상병 급여 현황에서 호흡기 결핵의 총 급여비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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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균양성 폐결핵환자가 24.2억,균음성폐결핵환자는 21억으
로 추산되고 있다.의약분업제외기관을 제외하고는 외래환자는 약국에서 항결핵제
를 수약하게 되어 있다.입원 환자와 의약분업 제외 기관을 감안한다면 실제 항결
핵 약제비는 151.3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444...결결결핵핵핵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의의의료료료비비비
(단위 :명,천원)

진료실인원 지급건수 총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총계 180,067 535,406 58,727,360 40,541,509 18,185,851

호흡기 결핵 계 S.T 160,827 481,327 50,044,884 34,462,463 15,582,421
입원 I.P 20,114 28,191 31,677,940 24,872,743 6,805,197
외래 O.P 156,066 453,136 18,366,944 9,589,720 8,777,224

기타 결핵 계 S.T 19,240 54,079 8,682,476 6,079,046 2,603,430
입원 I.P 3,291 3,875 6,436,058 5,050,010 1,386,048
외래 O.P 17,955 50,204 2,246,417 1,029,036 1,217,381

A15 72,087 216,181 29,345,105 20,615,270 8,729,835
A16 98,000 238,839 22,534,929 15,188,536 7,346,393

※ A15:세균학적 및 조직학적확인 호흡기결핵
A16: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그 밖의 허정 등(1973)이 결핵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사망손실과 결핵사업의 비용
-효과분석연구를 하였는데 이 당시 결핵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1970년 1년간 경제적
손실은 의료비 33.1억원,이환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258.8억,결핵사망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은 151.2억원,443.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1965~69년까지 5년간 결핵사업
의 투입 비용과 사업효과를 대입하여 보면 1투입시 성과가 5.97을 보이고 있었다.

약국
A15 41,194 131,169 8,098,989 5,682,098 2,416,891
A16 49,231 140,720 7,033,797 4,935,973 2,09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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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공공공공공공부부부문문문에에에서서서 흉흉흉부부부방방방사사사선선선 결결결핵핵핵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시시시행행행방방방법법법
우리나라는 주 결핵검진 대상자로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결핵환자와

동거 및 동거하였던 자,결핵검진을 원하는 자,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
소견자로 통보된 자,결핵고위험군3)으로 하고 있다.이들을 포함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검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소극적방법과 적극적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적극적 환자발견방법으로 가정방문과 흉부방사선검사를 이용한 집단검진방법으

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이 있다.이는
시․도가 정부의 검진 목표에 따라 대한결핵협회 시․도지부와 협의하여 수립하
게 되어 있으며 보건소는 행정적 책임과 검진대상자 선정 시 중북을 제거하고 있
다.이에 따라 대한결핵협회는 검진 차량 및 기사 등 검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시․도는 각 보건소에 검진실시 목표량을 시달하고 보건소는 지역단위
에 검진 실시 전 계획을 통보하여 검진대상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검진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결핵검진대상자와 같으며 특히 특정 집단으로 의료이용접근이 어려운
직업인 무직자,일용직 노동자 등과 산간오지,도서지역 등의 거주자와 결핵고위
험군,외국인 근로자,특수시설 수용자4)들을 검진한다.또한 여러 검진사업에서의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검진에서 유소견자가 생기면 치료와
입원 등 여러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소극적 환자발견방법으로 보건소 내소자검진과 건강검진이 있다.보건소 내소

는 결핵 유증상자로서 결핵검진을 받고자 내소한 자(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유소견
자로 판명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시 검진을 받고자 내소하여 객
담 및 엑스선 검진을 받는 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그림2).건강검진은 건강진
단서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은 자에게 실시한다.

2)2주이상 기침,객담,혈담이나 객혈 등
3)당뇨병,알코올 중독자,HIV감염자,부랑자 등
4)양로원,고아원,정신질환수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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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보보보건건건소소소 내내내소소소환환환자자자 검검검진진진절절절차차차

내소자 접수

내소자 상담

증상 확인

증 상 유 증 상 무

즉석채담 및
검 사 의 뢰

검 사 실 엑 스  선
검 사 의 뢰

엑 스 선
검 사 의 뢰

방 사 선 실 엑스선검사
결 과 확 인

검 사 결 과
확    인

재 가 채 담
객 담 검 사
및 결과확인

결 핵 실

엑스선사진 판독결과는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에 “판독결과”난에 다음의
약속된 약자를 기록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경증(Minimal:Min)
병변이 한쪽 폐에 국한되었거나,혹은 양쪽 폐에 퍼져있는 경우,그 크기가 도
합해서 제 2늑연골과 흉골을 연결한 선이상의 폐면적의 크기 이하이며,공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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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등증(ModeratelyAdvanced:MA)
병변의 농도가 경하든지 증등도이고,그 병변이 흩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모두
합한 면적이 한쪽 폐 전체보다 크지 않은 경우,또한 병변의 농도가 진하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한쪽 폐의 1/3이하의 면적이어야 하며 만약 공동이
있을 경우,그 공동이 몇 개든지 그 직경의 도합이 4센티 이하인 경우

(3)중증(FarAdvanced:FA)
중등증 이상으로 병변이 크든지,공동의 직경이 도합 4센티 이상인 경우

(4)활동성(Active)
다음의 각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환자
◦ 결핵균이 검출되는 균양성일 때
◦ 엑스선사진의 소견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을 때
◦ 합병증으로서 결핵성 농흉,기관지흉막루,흉막피부루 또는 기관 내 결핵이 있을 때

(5)비활동성(Inactive)
객담균검사에서 6개월 이상 음성이고,엑스선사진의 소견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함.단,이 용어는 초회판독 시 진단명으로 사용할 수 있
지만 이 진단을 내리기 전후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6)활동성 미정(Undetermined)
관찰기간이 짧아서 병변을 확실히 분류할 수 없는 경우

(7)의사결핵(SuspectTB)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을 가진 자

(8)삼출성 흉막염(PleuralEffusion,P1-E)
현재 활동성 결핵성 흉막염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와위(DecubitusView)
촬영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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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흉막변화
◦ 흉막석회화 (PleuralCalcification,P1-C)
◦ 흉막유착 (PleuralAdhesion,P1-A)
◦ 흉막비후 (PleuralThickening,P1-T)
※ 과거 결핵성 흉막염을 앓고 현재 치유되어 있는 상태

판독결과에서 이상소견자는 전원 무료로 직접촬영을 실시5)하여 정밀 판독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2006).

5)단,의사의 지시에 따라 폐첨촬영,측면촬영,측와위촬영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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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가가가...222000000111...111~~~222000000555...111222월월월까까까지지지 결결결핵핵핵정정정보보보감감감시시시체체체계계계 결결결핵핵핵검검검진진진실실실적적적보보보고고고자자자료료료
이 연구의 대상은 공공부문에서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시행하고 있

는 각종 검진프로그램을 시행 후 결핵의 유병률 파악 등 결핵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구축된 결핵정보감시체계를 통해 실적 보고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1~2005년 동안에는 전국에 246개의 보건소가 있었으며 검진실적자료를 각

시․도에 보고 후 그 합이 결핵정보감시체계에 보고되었다.
먼저 가장 소극적인 검진프로그램으로 보건소 내소환자 검사로 이는 폐결핵이

의심되어 내소한 자에게 문진 및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을 이용하여 결핵유증상자
를 발견하고 있다.보건소 내소환자 검사는 검진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검진프로그램과의 효과 비교를 위해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검진프로그램으로는 취업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서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통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들에게 간접촬영을 시행하고 유소견자에 대해 직접촬
영을 시행하여 결핵유증상자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또한,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검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연간 보건소

에서 사업량을 계획 후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었다.먼저 가족검진
으로 결핵환자의 가족 등 가장 전염이 우려되는 접족차들 중에서 결핵환자를 발
견하기 위한 검진으로 모두 직접촬영을 실시하여 흉부방사선상 결핵유증상자를
발견하고 있었다.또 다른 검진프로그램으로는 이동검진으로 오벽지,수용시설,노
숙자 등 고위험군을 검진하는 것으로 간접촬영을 시행 후 유소견자로 발견되면
직접촬영을 거쳐 결핵유증상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 실적자료는 월마다 보건소에서 실적자료를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국가에서 시도별로 종합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 검
진프로그램을 통해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1차 스크리닝을 받은 사람 중에 객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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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한 확진으로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87,698명의 결핵환자가 발견
되었으며 이들의 검진프로그램별 연도별 실적자료는 표5와 같다.

표표표555...보보보건건건소소소 계계계획획획 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실실실적적적보보보고고고자자자료료료

나나나...222000000111...111~~~222000000555...111222월월월까까까지지지 대대대한한한결결결핵핵핵협협협회회회 학학학생생생검검검진진진실실실적적적보보보고고고자자자료료료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한결핵협회에서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를

이용한 학생검진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한 자료를 이용하였다.매년 학교를 선정
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간접촬영을 하고
난 후 유소견자에게 직접 촬영하여 결핵유증상자를 가려내고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있다.환자로 발견되면 접촉자에 대한 검진 등을 실시하여
전염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6,903,605명을 1차 스크리닝하여 객담검사 시행으

로 1,597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도별 실적자료는 표6과 같다.

표표표666...학학학생생생검검검진진진 실실실적적적보보보고고고자자자료료료

※ 대한결핵협회 실적보고자료

년도
검진사업명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보건소내소 총검진건수 500,421 460,779 435,491 447,533 384,028 2,228,252
환자발견수 21,874 15,632 14,786 13,685 12,403 78,380

건강검진 총검진건수 1,895,057 2,161,037 2,264,063 2,483,314 2,465,916 1,269,387
환자발견수 1,747 1,448 1,179 1,172 866 6,412

이동검진 총검진건수 539,792 452,662 440,034 412,802 484,567 2,329,857
환자발견수 743 518 330 294 280 2,165

가족검진 총검진건수 23,639 22,225 19,779 17,120 16,292 99,055
환자발견수 228 188 115 95 115 741

total 총검진건수 2,958,909 3,096,703 3,159,367 3,360,769 3,350,80315,926,551
환자발견수 24,592 17,786 16,410 15,246 13,664 87,698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학생검진 총검진건수 1,327,281 1,312,976 1,287,088 1,440,095 1,536,1656,903,605
환자발견수 430 353 323 257 234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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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결핵흉부방사선 검사를 이용한 결핵검진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객담검사로 인한 비용 등은 배제하였다.공공부문에서 결핵진단에
있어 객담검사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배제하였으
며 보건소에서 시행된 결핵검사로 진단된 모든 결핵환자들은 1차 스크리닝검사로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비비비용용용측측측정정정
비용분석은 보건소에서 폐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는 각종 서비스 비용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국가결핵관리사
업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각종 연보 및 예산보고서(기획예산처,2001~2005;대한
결핵협회,2001~2005)를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인건비 부분은 공식적으로 결핵검진에 이용되는 인력에 대한 보고가 없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그래서 보건소 1개당 1명의 방사선사
로 총 246명의 인건비를 5개 시․도를 표본으로 하여 공무원 7급 10호봉을 평균
비용으로 하였다.보건소 방사선사는 보건소내소와 건강검진업무에 이용되나 인
건비가 따로 나눠있지 않아 총 검진실적을 이용하여 보건소내소 3:건강검진 7
로 분할하였다.이동검진,가족검진,학생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어
동협회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학생검진을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분할되어 있지 않
아 이도 총 검진실적을 이용하여 이동검진 95:가족검진 5비율로 분할하였다.
기본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보건소의 건물 등과 같은 장소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어 배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흉부방사선검
진을 쓰이는 흉부방사선 기기를 장비비로 기본자본으로 산출하였다.현재 1대를
신규 구입 시 15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후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1대당 100백만원으로 가정하여 246개 보건소에 기본자본으로 산출하였
다.대한결핵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진프로그램들은 대한결핵협회에 장비비가
따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또한 대한결핵협회가 하는 검진프로그램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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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있으므로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여
비,차량유지비와 추가 재료비를 추계하였다.또한 이동검진,가족검진에 대해서
인건비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분할하여 사업별로 비용을 추계하였다.
전체 비용산출 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1~2004년 동안에 각각 해당년도

의 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보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2005)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산출식은 2001년에 든 비용을 예로 들면
∘ 2001년 보정비용(2005년기준)=2001년 비용*1.027(2001물가상승률)*1.036(2002
물가상승률)*1.036(2003물가상승률)*1.027(2004물가상승률)

나나나...효효효과과과측측측정정정
흉부방사선 검진사업의 효과측정은 각 검진프로그램을 통해서 폐결핵환자로

판명된 환자발견수를 가지고 측정하였으며 이 환자들은 흉부방사선검진으로 1차
스크리닝 후 객담검사 등 더 정확한 검사에서 폐결핵환자로 판정된 수이며 각 검
진프로그램별로 전체 검진건수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수를 이용하여 발견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산출하였다.

다다다...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분분분석석석
이 연구에서의 비용-효과는 각각의 검진프로그램의 시행하여 발견된 환자수를

발생한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2001~2005년 각각의 당해연도의 비용-효과와
2005년 기준에서 보정한 비용을 이용하여 동일 기준에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에 비용-효과도 산출하였다.

라라라...결결결핵핵핵발발발생생생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경경경제제제적적적 발발발생생생비비비용용용
111)))결결결핵핵핵관관관련련련 치치치료료료비비비 부부부담담담
결핵관련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배길한 등(2005)연구를 이용하여 산출해 보았다.

현재 표준 초치료 처방은 Isoniazid,Rifampicin,Erythromycin,Pyrazinamide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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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4제 처방으로 6개월 치료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질병관리본부,2006)만약,
환자 1인당 약제비,객담 도말과 배양검사 1회,엑스선 촬영 1회,생화학 검사만 실
시를 기본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월 총 진료비는 69,359원으로 산정하였다.
∘초치료산출식 =1개월 투약 (27,390원)(Isoniazid,Rifampicin,Erythromycin,
Pyrazinamide)+도말/배양검사 (16,059원)+엑스선 촬영(4,260원)+생화학검
사 (5,000원)+재진료 (7,960원)+30일 조제료 (8,690원)
합병증 혹은 약제 부작용 등으로 표준화된 치료를 6개월간 실시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고,초치료를 실패하여 2차 항결핵제로 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감수성이 있는 2차 항결핵제는 최소 4제이상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며,항결핵제를 5제 사용하면서 도말과 배양검사 월1회,엑스선 촬영,생화학
검사를 실시할 경우 월 진료비는 182,954원이 산출된다.2차 항결핵제의 경우 약
제에 따른 약값의 차이가 매우 커서 Ofloxacin대신 같은 계열의 더 강력한 항생
제인 Levofloxacin을 사용할 경우에는 Levofloxacin의 1개월 약제비만 289,48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재치료산출식 =1개월 투약 (140,985원)(Prothionamide,Cycloserine,Ofloxacin,
PAS,Streptomycin:격일)+도말/배양검사 +엑스선 촬영 +생화학검사 +재진료
※ Ofloxacin대신 Levofloxacin사용시 1개월 약제비;289,485원(약제감수성 검
사;30,635원은 산정하지 않음)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결핵신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지 않았다면 몇 명의 환자
에게 전염시키는지를 1년 동안 1명의 결핵전염성 환자에 의해 새롭게 감염되는
크기를 측정하여 발생비용을 산출하였다.

222)))결결결핵핵핵이이이환환환 및및및 사사사망망망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손손손실실실
결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핵이환시에는 3~4개월의 급료 손실을,사망시

에는 15년치의 급료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WHO,2001)2001년부터
2005년 동안 발생된 결핵환자의 발생환자와 사망자를 가지고 월 급여를 평균임금
으로 하였을 때 2001년 1,393,059원,2002년 1,532,750원,2003년 1,651,100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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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750,421원,2005년 1,887,507원(통계청,2002~2006)으로 연도별 발생 신규환자
수를 이용하여 결핵이환시 경제적손실액을 산출하였다.결핵으로 인한 사망으로
경제적 손실도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평균임금에 15
년치 급료손실을 곱해 주었다.또한,1년 동안 1명의 결핵전염성 환자에 의해 새
롭게 감염되는 크기를 측정하여 현 검진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핵이환 및 사망으로
부터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는지를 산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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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비비비용용용추추추계계계결결결과과과
비용추계결과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연간 전국 보건소 방사선사에 대해서 수

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추계해낸 결과와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민검진(이동검진+가족검진)학생검진의 인건비 중 기본급만을 산출한
결과 표7과 같은 비용이 추계되었다.

표표표777...결결결핵핵핵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인인인건건건비비비 추추추계계계결결결과과과
(단위:천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자본인 장비 등에 대한 비용과 재료비를 산출한
결과 보건소의 경우로 장비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분할하여 표8과 같
이 비용이 추계되었다.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2001~2005)
보건소내소․건강검진 234,389 261,695 276,086 291,264 298,250 1,361,684
-보건소내소 70,317 78,509 82,826 87,379 89,475 408,506
-건강검진 164,072 183,187 193,260 203,885 208,775 953,179

주민검진 547,079 531,470 550,460 594,859 621,251 2,845,119
-이동검진 519,725 504,897 522,937 536,616 590,188 2,674,363
-가족검진 27,354 26,574 27,523 28,243 31,063 140,757

학생검진 219,654 209,594 219,654 202,616 263,830 1,1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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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888...보보보건건건소소소내내내소소소,,,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장장장비비비비비비 및및및 재재재료료료비비비 비비비용용용추추추계계계
(단위 :천원)

대한결핵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진프로그램들은 대한결핵협회에 예산서에
따라 각 사업에서 쓰이는 각종 부대비용이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표9).또한
대한결핵협회가 하는 검진프로그램들은 이동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있으므
로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여비,차량유지비와 추가 재료비를 추계
하였다.또한 이동검진,가족검진에 대해서 인건비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용
을 분할하여 사업별로 비용을 추계하였다(표10).

년도
내용 2001 2002 2003 2004 2005
장비비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보건소내소 7,380,000 7,380,000 7,380,000 7,380,000 7,380,000
-건강검진 17,220,000 17,220,000 17,220,000 17,220,000 17,220,000

재료비 143,406 138,171 48,356 34,400 161,489
-보건소내소 43,022 41,451 14,507 10,320 48,447
-건강검진 100,384 96,720 33,849 24,080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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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999...주주주민민민검검검진진진,,,학학학생생생검검검진진진 사사사업업업비비비 비비비용용용추추추계계계
(단위 :천원)

※ 주민검진 =이동검진+가족검진

표표표111000...이이이동동동검검검진진진,,,가가가족족족검검검진진진 비비비용용용추추추계계계
(단위 :천원)

※ 주민검진 =이동검진+가족검진

비용이 모두 산출된 후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2005)를 이용하여 2005년 화폐가
치로 모든 비용을 환산한 결과가 표11과 같다.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민검진 80,474 25,014 185,175 224,433 266,582
-일반운영 6,960 6,987 13,874 7,183 7,402
-피복비 39 84 112 166 434
-시설장비비 55,000 - 150,000 200,000 240,000
-재료비 - - - 17,084 -
-여비 18,475 17,943 21,189 - 18,746

학생검진 431,324 433,947 411,003 486,613 511,664
-일반운영 127,611 118,501 137,456 171,061 136,784
-공공요금 32,448 29,678 33,624 31,343 32,701
-피복비 609 1,072 1,046 1,046 1,152
-시설장비비 16,946 41,200 1,200 1,200 36,000
-차량유지비 41,540 39,638 43,968 45,168 54,621
-재료비 127,136 124,136 114,248 150,316 157,395
-여비 72,064 67,172 66,161 72,559 79,913
-업무비 등 12,970 12,550 13,300 13,920 13,098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민검진 80,474 25,014 185,175 224,433 266,582
-이동검진 76,450 23,763 175,916 213,211 253,253
-가족검진 4,024 1,251 9,259 11,222 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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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111...222000000555년년년 화화화폐폐폐가가가치치치로로로 환환환산산산한한한 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비비비용용용추추추계계계결결결과과과
(단위 :천원)

※ 보건소내소,건강검진 장비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됨.

년도
내용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금액

(2001~2005)

보건소내소

인건비 79,601 86,539 88,125 89,738 89,475 86,696
장비비 7,380,000 7,380,000 7,380,000 7,380,000 7,380,000 7,380,000
재료비 48,702 45,691 15,435 10,599 48,447 33,375
계 7,508,304 7,512,229 7,483,559 7,480,337 7,517,922 7,500,470

건강검진

인건비 185,735 201,922 205,623 209,390 208,775 190,636
장비비 17,220,00017,220,00017,220,00017,220,00017,220,00017,220,000
재료비 100,384 96,720 33,849 24,080 113,042 78,615
계 17,519,37417,528,53417,461,63817,454,12017,541,81717,484,251

이동검진
인건비 588,348 556,535 556,390 580,374 590,188 574,367
사업비 86,544 26,193 187,170 218,968 253,253 154,426
계 674,892 582,729 743,560 799,342 843,441 728,793

가족검진
인건비 30,966 29,292 29,284 30,546 31,063 30,230
사업비 4,555 1,379 9,851 11,525 13,329 8,128
계 35,521 30,671 39,135 42,071 44,392 38,358

학생검진
인건비 248,656 231,030 233,706 208,087 263,830 237,062
사업비 488,274 478,329 437,296 499,752 511,664 483,063
계 736,931 709,359 671,001 707,838 775,494 7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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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효효효과과과측측측정정정결결결과과과
결핵검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자로 확진된 사람의 수를 효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12와 같으며,발견률을 비교한 결과 보건소내소가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가족검진,학생검진,이동검진,건강검진 순이었다.

표표표111222...결결결핵핵핵흉흉흉부부부방방방사사사선선선검검검사사사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결결결핵핵핵검검검진진진실실실적적적 및및및 환환환자자자발발발견견견수수수
(단위 :명,%)

※ 발견률 =환자발견수/총검진건수×100

년도
내용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보건소내소
총검진건수 500,421 460,779 435,491 447,533 384,0282,228,252
환자발견수 21,874 15,632 14,786 13,685 12,403 78,380
발견률 4.37 3.39 3.40 3.06 3.23 3.50

건강검진
총검진건수 1,895,057 2,161,037 2,264,063 2,483,314 2,465,91611,269,387
환자발견수 1,747 1,448 1,179 1,172 866 6,412
발견률 0.09 0.07 0.05 0.05 0.04 0.06

이동검진
총검진건수 539,792 452,662 440,034 412,802 484,5672,329,857
환자발견수 743 518 330 294 280 2,165
발견률 0.14 0.11 0.07 0.07 0.06 0.09

가족검진
총검진건수 23,639 22,225 19,779 17,120 16,292 99,055
환자발견수 228 188 115 95 115 741
발견률 0.96 0.85 0.58 0.55 0.71 0.70

학생검진
총검진건수 1,327,281 1,312,976 1,287,088 1,440,095 1,536,1656,903,605
환자발견수 4,129 3,770 3,184 3,569 3,190 17,842
발견률 0.31 0.29 0.25 0.25 0.21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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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각 검진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전 검진프

로그램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동검진의 경우
에는 비용-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족검진의 경
우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111333...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단위 :원/명)

※ 비용 :2005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

년도
내용

비용-효과비
2001 2002 2003 2004 2005

보건소내소 343,252 480,567 506,125 546,608 606,137
건강검진 10,028,26212,105,34114,810,54914,892,59420,256,140
이동검진 908,334 1,124,959 2,253,212 2,718,850 3,012,289
가족검진 155,794 163,143 340,305 442,853 386,017
학생검진 178,477 188,159 210,742 198,330 2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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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111)))보보보건건건소소소내내내소소소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보건소에 증상이 있어서 찾아온 내소환자를 검사한 결과를 산출하였다.보건소
내소의 경우 직접촬영 후 유소견자에 대하여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2001년부
터 2005년까지 총 2,228,252명을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다.연도별로는 2001
년에 500,421명,2002년 460,779명,2003년 435,491명,2004년 447,533명,2005년
384,028명으로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2.8%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
년 검사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었다.또한 그에 따른 발견 결핵환자수도 평균
12.7%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핵환자 발견률은 2001년에 4.37%,
2002년에 3.39%,2003년에 3.40%,2004년에 3.06%,2005년에 3.23%로 평균 발견률
은 3.5%포인트를 보이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 결핵증상이 의심되어서 보건소를
내소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사람 중 100명 중 3명 정도 결핵환자로 진단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내소의 비용은 매년 약 75억을 이용하여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있
었다.장비비가 노후 되어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
어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간주하여 동일한 비용을 주었다.1인당
검진시행시 드는 비용이 2003년과 2004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평균증가율이 6,9%증가하고 있었다.
보건소내소의 비용-효과성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4).2001년에
1인당 환자발견을 위한 비용-효과비가 343,252원/명이었고 2002년에 480,567원/명,
2003년에 506,125원/명,2004년에 546,608원/명,2005년에 606,137원/명으로 2001년
에서 2002년까지는 40%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비용-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2001년에 비해 2002년부터 보건소를 내소하여 검사받은 환자를 1명 발견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환자수가 줄었거나 보건소를 내소한 사
람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에서 2003년은 5.3%감소,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8%감소하였고 2004년에서 2005년사이에 10.8%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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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3%의 비용-효과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111444...보보보건건건소소소내내내소소소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단위 :원,명,원/명)

※ T=1,000원
※ 비용-효과비 =비용/발견건수

222)))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진단서 발급 및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

으로 결핵검사로 흉부방사선 검진을 실시한 결과를 산출하였다.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수가 다른 검진프로그램보다 많았다.2001년부터 2005까지 총 11,269,387명
이 흉부방사선 검진을 통해서 1차 스크리닝을 받았다.2001년 1,895,057명,2002년
에는 2,161,037명,2003년에 2,264,063명,2004년에 2,483,314명,2005년에 2,465,916
명으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0.7%정도 감소되었으나 매년 6.9%정도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검진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발견된 결핵환자수
는 2001년과 2002년사이에 17.1%감,2002년과 2003년 사이 18.6%감,2003년과
2004년사이 0.6%감,2004년과 2005년사이에 26.1% 감하여 평균 15.6%포인트감소
되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견률을 산출해보니 2001년 0.09%,2002년
0.07%,2003년 0.05%,2004년 0.05%,2005년 0.04%로 나타나 평균 발견률이 0.06%
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및 건강진단을 위해 보건소에서 결
핵검진을 받은 사람 중 10000명 중 6명 정도 결핵환자로 진단받고 있는 것으로

년도
전체 1인당

비용-효과비
비용 효과 비용 효과

2001 7,508,304T 21,874 15,004 0.0437 343,252
2002 7,512,229T 15,632 16,303 0.0339 480,567
2003 7,483,559T 14,786 17,184 0.0340 506,125
2004 7,480,337T 13,685 16,715 0.0306 546,608
2005 7,517,922T 12,403 19,576 0.0323 6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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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건강진단은 매년 175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방사선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역시 장비에 대해 노후 되어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간주하여 동일한 비용을 주었다.건
강검진에서 1인당 검진시 사용된 비용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감소하고 있었다.검진건수
가 많을수록 1인당 검진 시 드는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5).2001년에
환자 1명을 발견하기 위해 드는 비용-효과비가 10,028,262원/명이고 2002년에
12,105,341원/명,2003년에 14,810,549원/명,2004년에 14,892,594원/명,2005년에
20,256,140원/명으로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20.7%감소,2002년과 2003년사이에
서는 22.3%감소,2003년과 2004년 사이에 0.5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
과 2005년 사이에 결핵환자 진단수가 매우 적어 비용-효과가 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부터 2005년까지 비용-효과성이 평균 19.2%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표표111555...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단위 :원,명,원/명)

※ T=1,000원
※ 비용-효과비 =비용/발견건수

년도 전체 1인당 비용-효과비비용 효과 비용 효과
2001 17,519,374T 1,747 9,245 0.0009 10,028,262
2002 17,528,534T 1,448 8,111 0.0007 12,105,341
2003 17,461,638T 1,179 7,713 0.0005 14,810,549
2004 17,454,120T 1,172 7,029 0.0005 14,892,594
2005 17,541,817T 866 7,114 0.0004 20,25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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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이이이동동동검검검진진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검진을 실시하는 이동검진사업의 결과

를 산출하였다.2001년~2005년까지 총 2,329,857명이 흉부방사선 검진을 통해서 1
차 스크리닝을 받았다.연도별로 2001년에 539,792명,2002년 452,662명,2003년
440,034명,2004년 412,802명,2005년 484,567명으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16%정도 검진대상자수가 줄어들었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2.8%감,2003년과
2004년 사이에 6.2%감하다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환자 발견수는 2001년에 743명,2002년 518명,2003년 330명,2004년 294명,
2005년 280명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30%감,2002년과 2003년 사이에 36%
감,2003년과 2004년 사이에 10.9%감,2004년과 2005년 사이에 4.8%감하여 평균
20.6%포인트의 환자발견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발견률은
2001년에 0.14%,2002년에 0.11%,2003년에 0.07%,2004년 0.07%,2005년 0.06%로
평균발견률이 0.09%로 검진대상자 10000명을 흉부방사선 검진시 9명의 결핵환자
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검진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차량유지비 등의 사업비는 2001년에는 5억9

천6백만원에서 2002년에 11.3% 감소된 5억2천8백이었다가 2003년부터 32% 급격히
증가하여 6억9천8백만원에서 2004년에 11.4%증,2005년에 8.4% 증하여 8억 4천 3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검진에 1인당 검진시 드는 비용
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연평균 8.6%증가하고 있었다.
이동검진의 비용-효과성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6).2001년에 1

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산출된 비용-효과비가 908,334원/명,2002년에
1,124,959원/명, 2003년에 2,253,212원/명, 2004년에 2,718,850원/명, 2005년에
3,012,289원/명으로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23.8%감소,2002년과 2003년사이에서는
100%감소,2003년과 2004년 사이에 20.7%감소,2004년에서 2005년까지 10.8%감소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과 2003년 사이에 비용-효과성이 매우 많이 감소된
것은 갑자기 장비구입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2001년부터 2005
년까지 비용-효과성이 평균 34.9%로 비용-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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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666...이이이동동동검검검진진진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단위 :원,명,원/명)

※ T=1,000원
※ 비용-효과비 =비용/발견건수

444)))가가가족족족검검검진진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환자와 접촉한 가족을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검진 중 직접촬영검진의 결과를 산

출하였다.2001년~2005년까지 총 99,055명을 검진하였으며 2001년에 23,639명,
2002년 22,225명,2003년 19,779명,2004년 17,120명,2005년 16,292명으로 평균
8.8%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과 2004년 사이에 검진대상자가 11%,
13% 감소하였으며 결핵환자 발견수는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17.5%감,2002년과
2003년 사이에 38%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다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17.3%
감소하였다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2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결핵환자 발견
수는 2001년에 228명,2002년에 188명,2003년에 115명,2004년에 95명,2005년에
115명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률은 2001년에 0.96%,2002년에 0.85%,2003년에 0.58%,
2004년에 0.55%,2005년에 0.71%로 환자수,발견률이 같은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로 보아 검진대상자 10000명을 흉부방사선 검진시 71명의 결핵
환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검진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차량유지비 등의 사업비는 2001년에는 3천1백
만원에서 2002년에 2천7백8십만원으로 11.3% 감소되었다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3천6백8십만원으로 32%증가하였고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11.4%,2004년과 2005년
사이에 8.4%가 증가하여 가족검진비용은 평균 10.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년도 전체 1인당 비용-효과비비용 효과 비용 효과
2001 674,892T 743 1,250 0.0014 908,334
2002 582,660T 518 1,287 0.0011 1,124,959
2003 743,560T 330 1,690 0.0007 2,253,212
2004 799,342T 294 1,936 0.0007 2,718,850
2005 843,441T 280 1,741 0.0006 3,0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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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연평균증가율이 16%였다.
가족검진의 비용-효과성은 2001년에 1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산출
된 비용-효과비가 155,795원/명,2002년에 163,143원/명,2003년에 340,305원/명,
2004년에 442,853원/명,2005년에 386,017원/명으로2001년과 2002년 사이에 4.7%감
소하였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108.6%감소,2003년과 2004년 사이에 30.1%감소,
보정시 12.6%감소하였고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12.8%증가하여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가족검진 사업이 비용-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2001년부터 2005년까지
비용-효과성이 평균적으로는 25.5%가 감소하고 있으나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가
족검진이 비용-효과적으로 향후 계속적인 검진모니터링실시로 더욱 효과적일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17).

표표표111777...가가가족족족검검검진진진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단위 :원,명,원/명)

※ T=1,000원
※ 비용-효과비 =비용/발견건수

555)))학학학생생생검검검진진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실시한 대한결핵협회 흉부방사선 검진결과 2001

년~2005년까지 총 6,903,605명을 검진하였으며 2001년에 1,327,281명, 2002년
1,312,976명,2003년 1,287,088명,2004년 1,440,095명,2005년 1,536,165명으로 평균
3.9%정도 증기한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검진인원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04년에 이르러서 11.9%증가하면서 2005년에도 6.8%증가하였다.결

년도 전체 1인당 비용-효과비비용 효과 비용 효과
2001 35,521T 228 1,503 0.0096 155,795
2002 30,671T 188 1,380 0.0085 163,143
2003 39,135T 115 1,979 0.0058 340,305
2004 42,071T 95 2,457 0.0055 442,853
2005 44,392T 115 2,725 0.0070 386,017



- 32 -

핵환자 발견은 2001년 4,129명,2002년 3,770명,2003년 3,184명,2004년 3,569명,
2005년 3,190로 2003년에서 2004년에 12%증가를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발견률은 2001년 0.31%,2002년에 0.29%,2003년에 0.25%,2004년에 0.25%,
2005년에 0.21%로 평균적으로 10,000명을 검진시 26명의 결핵신환자 발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검진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차량유지비 등의 사업비는 2001년에는 6억5천만
원,2002년에 6억4천3백만원,2003년에 6억3천만원,2004년 6억8천9백만원,2005년에
7억7천5백만원으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평균 1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학생검진에 드는 비용은 타검진에 비해 1인당 검
진비용이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33%로 감소하고 있었다.
학생검진의 비용-효과성은 2001년에 1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산출
된 비용-효과비가 178,477원/명,2002년에 188,159원/명,2003년에 210,742원/명,
2004년에 198,330원/명,2005년에 243,1029원/명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5.4%
감소하였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12%감소,2003년과 2004년 사이에 5.8%증가하
였고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22.6%감소하여 2004년이 2003년에 비해 비용-효과적
이었다고 볼 수 있다.2001년부터 2005년까지 비용-효과분석결과 평균적으로는 비
용효과성이 8%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8).

표표표111888...학학학생생생검검검진진진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단위 :원,명,원/명)

※ T=1,000원
※ 비용-효과비 =비용/발견건수

년도 전체 1인당 비용-효과비비용 효과 비용 효과
2001 736,931T 4,129 555 0.0031 178,477
2002 709,359T 3,770 540 0.0029 188,159
2003 671,001T 3,184 521 0.0025 210,742
2004 707,838T 3,569 492 0.0025 198,330
2005 775,494T 3,190 505 0.0021 243,102



- 33 -

666)))연연연간간간 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성성성 비비비교교교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연간 검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은 모두 떨어지

고 있었다.이동검진의 기울기는 525,989원/년,건강검진은 2,556,970원/년,보건
소내소 65,721원/년,가족검진은 57,556원/년,학생검진은 16,156원/년으로 나타
났다.기울기가 큰 순서로 건강검진,이동검진,보건소내소,가족검진,보건소내
소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보건소내소,가족검
진,학생검진의 비용-효과성은 2005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기울기
의 변화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크게 비용-효과성이 떨어
지지 않으나,이동검진과 건강검진의 기울기는 매우 급격하게 비용-효과성이 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그래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이동검진의 그
래프가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결핵흉부방사선 검사를 이용한 결핵검진프로그램별 비용-효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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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효과비
※ 건강검진 비용-효과비는 산출된 비용-효과비/1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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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결결결핵핵핵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발발발생생생비비비용용용의의의 추추추계계계

111)))결결결핵핵핵치치치료료료비비비 부부부담담담
결핵이 전염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염상수(TP)를 이용하는데 1년 동안 1명의

전염성환자에 의해 새롭게 감염되는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이 방법을 이용하면
1명의 도말양성환자가 10~15명의 환자를 감염시킨다고 보고 있다.결핵을 전염을
시키는 주요인으로 폐결핵 도말양성 환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해당연도의 동 환
자가 발견된 비율을 이용하여 도말양성환자수를 추정하였다.도말양성환자의 구
성은 전체 폐결핵환자 중 2001년 50%,2002년 40%,2003년 40%,2004년 41%,
2005년 33%였다.이를 이용하여 추정되는 흉부방사선 검진프로그램을 통해 1차
스크리닝을 받고 결핵으로 최종 진단된 결핵환자 중 폐결핵 도말양성환자수를 추
정해보면 2001년에 14,361명,2002년 8,622명,2003년 7,838명,2004년 7,714명,
2005년 5,562명이다.(표19)만약에 이들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치료하지 못한 사
람이 이중 30%라고 가정하여 전염시킬 수 있는 인원을 전염상수를 이용해 예상
해보면 2001년에는 43,090명~64,635명,2002년에는 25,870명~38,805명,2003년에는
23,510~35,265명,2004년에는 23,150~34,725명,2005년에는 16,690~25,035명의 결핵
환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치료비용을 산출하면 초
치료만 한다고 가정할 때 배길한(2005)에서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더니
2001년에 99.6억~149.4억,2002년에 59.8억~89.7억,2003년에 54.4억~81.5억,2004년
에 53.5억~80.3억,2005년에 38.6억~57.9억 정도가 치료비로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
초치료비만 부담된다고 가정시 2001년~2005년까지 305.9억~458.8억원의 치료비용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 중 본인부담률이 30%로 91.8억~137.6억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표20).만약에 이들 중 초치료 실패,재발 등으로 재치료가 필요하다
면 더 많은 치료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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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999...폐폐폐결결결핵핵핵도도도말말말양양양성성성환환환자자자 추추추계계계결결결과과과
(단위 :명)

표표표222000...결결결핵핵핵치치치료료료비비비 등등등 부부부담담담액액액 비비비용용용발발발생생생 추추추계계계결결결과과과
(단위 :명,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폐결핵환자수 도말양성환
자추정수 폐결핵환자수 도말양성환

자추정수 폐결핵환자수 도말양성환
자추정수 폐결핵환자수 도말양성환

자추정수 폐결핵환자수 도말양성환
자추정수

보건소내소 21,874 10,937 15,632 6,253 14,786 5,914 13,685 5,611 12,403 4,093
건강검진 1,747 874 1,448 579 1,179 472 1,172 481 866 286
이동검진 743 372 518 207 330 132 294 121 280 92
가족검진 228 114 188 75 115 46 95 39 115 38
학생검진 4,129 2,065 3,770 1,508 3,184 1,274 3,569 1,463 3,190 1,053
total 28,721 14,362 21,556 8,622 19,594 7,838 18,815 7,715 16,854 5,562

구분 전염가능
도말양성환자추정수(A)

전염상수를 이용한 전염가능자수(B) 치료비 부담액
(A)×10 (A)×15 (B)×69,359원

2001 14,362 143,620 215,430 9,961,339,580 14,942,009,370
2002 8,622 86,220 129,330 5,980,132,980 8,970,199,470
2003 7,838 78,380 117,570 5,436,358,420 8,154,537,630
2004 7,715 77,150 115,725 5,351,046,850 8,026,570,275
2005 5,562 55,620 83,430 3,857,747,580 5,786,6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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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결결결핵핵핵이이이환환환과과과 사사사망망망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손손손실실실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발생된 결핵환자의 발생환자와 사망자를 가지고 월 급

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였을 때 2001년 1,393,059원 2002년 1,532,750원,2003년
1,651,100원,2004년 1,750,421원,2005년 1,887,507원이었다.경제생활이 가능한 생
산가능연령이 15~64세로 나머지 검진프로그램에서 흉부방사선 1차 스크리닝 후
결핵으로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실적자료 에 연령과 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검진
프로그램의 특성상 검진대상이 생산 가능한 연령이 대부분으로 전원 생산가능연
령으로 간주하였다.
현재,2001년부터 2005년까지 흉부방사선 1차 스크리닝 후 결핵으로 최종 진단

된 사람들의 결핵이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1년에 1,200~1,600억원,2002년
에 991~1,322억원,2003년에 971~1,294억원,2004년에 988~1,317억원,2005년에
954~1,272억원으로 총 5,104~6,805억원 손실이 발생하였다.만약,이들이 결핵으로
진단받지 못해 전염시켜 더 많은 결핵환자를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전염상수를
이용한 폐결핵 도말양성환자수의 추정하여 결핵이환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산출
해보면 2001년에 6,002~12,004억원, 2002년에 3,965~7,929억원, 2003년에
3,882~7,765억원,2004년에 4,051~8,103억,2005년에 3,149~6,299억원으로 추산되어
2001년~2005년까지 검진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발생 가능한 결핵환자들의
결핵이환에 따라 총 21,049~42,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핵으로 진단 받았다고 해도 이를 사망으로 연

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결핵진단환자 중에서 1%환자가 사망할 가능성
이 있다는 가정 하에 사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였더니 2001년에 719.6억
원,2002년에 595.9억원,2003년에 582.5억원,2004년 592억원,2005년에 574억원이
추정되었다.만약 결핵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5~5배의 결핵이환과 사망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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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111...결결결핵핵핵이이이환환환 및및및 사사사망망망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손손손실실실액액액 추추추계계계결결결과과과
(단위 :명,억원)

구분 결핵환자발
견수(A)

전염가능
도말양성환자
추정수(B)

전염상수를 이용한
전염가능자수(C) 이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B)×10 (B)×15 (A)×평균임금액×

3or4월
(C)×평균임금액×

3or4월
(A)×평균임금
액×12월×15년

2001 28,721 14,362 143,620 215,430 1,200~1,600 6,002~12,004 719.7
2002 21,556 8,622 86,220 129,330 991~1,322 3,965~7,929 595.9
2003 19,594 7,838 78,380 117,570 971~1,294 3,882~7,765 582.5
2004 18,815 7,715 77,150 115,725 988~1,317 4,051~8,103 592.3
2005 16,854 5,562 55,620 83,430 954~1,272 3,149~6,299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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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우리나라의 결핵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3만
명이상의 환자가 매년 새로 발생하고 있고,이중 도말 양성 환자수가 1/3인 1만
명 수준으로 신고 되어지고 있다.또한 연간 사망자수가 3천명에 달할 정도로 결
핵은 여전히 심각한 감염질환으로 결핵의 조기검진 및 치료가 중요하다.현재 우
리나라는 여러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흉부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1
차스크리닝을 거치고 있다.그러나 흉부방사선 판독에 있어 숙련된 전문가라고 해
도 위음성률이 20%로 검진에서 20%정도는 손실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있다.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우리나라의 결핵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쓰였던 결핵실태조사는 1995까지 이루
어졌으며 그 이후엔 2000년에 구축․완료된 결핵정보감시체계를 이용한 신고자료
로 결핵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결핵환자의 치료,검진실적 등을 파악하여 결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
게 되었다.이 자료는 정확한 신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또한,이 실적자료에는 흉부방사선
건수,객담검사건수,약제 감수성검사 건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1차 스크리닝 후
유소견자실적수가 없어 학생검진실적을 이용하여 규모를 추정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또한 성과 연령 구분이 없어 연구대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에 난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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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비비비용용용산산산출출출 :::보건소에 대한 장비나 구조,인건비 등이 상이하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여럿 가정이 필요하였다.우리나라는 보건소가 반드시 결핵관
리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1인 이상의 방사선사가 존재하며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하게 1인으로 가정하였다.또한 같은 사람이 여러 검진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 때문에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각 검진
프로그램의 검진건수를 이용하여 비용을 분할하였다.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연도별로 실제 비용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공
정한 기준을 두었다.그러나 장비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준이 모호
하여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또한 동일 기준에서 맞출 수 없었던
배제비용이 있어 실제 사용된 금액은 더 많이 쓰였으므로 실제 비용-효과비
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효효효과과과산산산출출출 :::환자발견수를 효과로 두었는데 검진된 실적에서 흉부방사선 이
상으로 발견된 사람 중 객담검사와 약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로 판
명된 사람을 실적으로 내고 있어 이 신고건수가 정확성이 최우선으로 중요
시된다.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산산산출출출 :::각 검진프로그램에서 얼마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파악하여 비용-효과를 산출하였으며 각 프로그램 별로 검진과
환자발견실적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이에 따른 사업진행방식도 차이가
있어 검진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비용-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중복자 오류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이미 제거하도
록 되어 있으며 신고오류를 감안하지 않았다.검진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인 평가를 하기에는 보건소내소와 같은 경우엔 검진보다 치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비용-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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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결핵핵핵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사사사회회회적적적 비비비용용용 :::결핵치료비의 경우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초치료만을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하였는데 만약 초치료 환자만을
10,000명을 6개월간 치료한다고 할 때 총 진료비는 42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에서 항결핵제 약제비는 16.4억원으로 추산하였다.실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는 합병증 혹은 약제 부작용 등으로 보건소와 같이 표준화된 치료를 6개월
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실제 초치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
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또한 결핵은 초치료를 실패하여 2차
항결핵제로 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이 때에는 감수성이 있는 2차 항결핵제를 최소 4제이상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어 항결핵제를 5제 사용하면서 도말과 배양검사 월1회,엑스선 촬
영,생화학 검사를 실시할 경우 월 진료비는 월등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제내성결핵환자
1,000명을 치료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24개월간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면
총 진료비는 43.9억원으로 추산된다.이중에서 항결핵제비 약제비만 33.8억
원이다.실적에서 전염력이 제일 강한 도말양성환자수를 추정하여서 전염상
수를 이용하여 10~15배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보였는데 금액이 상당한 수준
인 것으로 보여 현재 검진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이 결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적게 듬을 알 수 있다.
결핵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경우는 WHO의 기준인 이환의

경우 3~4개월 급료손실,사망은 15개월의 사망손실을 이용하였다.그러나 이
환의 경우에는 발생한 환자와 발생가능 한 환자를 예상할 수 있으나 결핵사
망의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발생한 환자에서 1%가 결핵사
망자인 특성상 장기간 결핵을 앓은 고령자 층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산출하였다.대부분 검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생산가능
연령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이동검진의 경우 결핵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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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보보보건건건소소소내내내소소소

2001~2005년 동안 보건소내소의 경우 검사대상자,발견된 결핵환자수,발견률
이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다른 검진프로그램에 비해서 증상이 있어
내소한 환자를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을 하기 때문에 발견률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이들은 간접촬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독에 의해서 스크리닝되지 않
는 사람의 수도 타 검진프로그램에 비해 작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환자발
견에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결핵증상에 대한 정확한 홍보 등으로 환자에게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검진을 유도
하는 활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공공부문에서 결핵환자를 수용하
는 수준은 2005년 기준으로 41%로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은 민간부문을 찾아
가고 있어 보건소에서 검진하게 되는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그에
따라 발견된 환자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년도에 따른 비용-효과를 보면
2001년에 가장 비용-효과적이었으며 2002년은 2001년에 비해 기울기가 매우
급격히 증가하여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
는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거나,검진대상자에서 결핵환자를 색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비용-효과는 기울기
가 매우 완만하여 2002~2005년 사이에 보건소내소 흉부방사선 검진의 비용-효
과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2005년은 2001년에 비해서는
1.8배정도의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가 결핵선진국이 되었을 때 등을 감안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물론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에서 결핵환자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이 민간의료를 원활히 사용할 수는 없다.먼저 대국민홍보 등으로 결핵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스스로 증상을 자각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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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2001~2005년 동안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의 경우 검사대상자는 증가하였
으나 발견된 결핵환자수,발견률은 감소하고 있다.다른 검진프로그램에 비해
불특정다수에게 시행하는 검진으로 가장 발견률이 낮은 것이 맞으나,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유병률이 낮은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신뢰성 제기 등
으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앞으로 이 검진을 이용하여 결핵을 진단하
는 것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흉부방사선을 이용하여 타
질병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고 하여 동시에 실시한다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
으나,타 검진에 1인당 검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큰데 비해 발견되는 환자
의 수는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비용-효과면에서도 2003년과
2004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매
우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2004년에 비해 2005년이 매우 비용-효과적이
지 못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이는 2005년에 결핵환자수가 매
우 줄었거나,또는 결핵환자가 없는 건강한 집단을 검진했을 가능성,판독오류
등 여러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2001을 2005년 물가상승률을 대입하여
비교한 결과 2005년에 비해 2001년은 2배로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 향후 건강검진에서 결핵검진을 계속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
요하다.

다다다...이이이동동동검검검진진진
결핵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한 이동검진에서는 대상
자수,발견환자수,발견률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노숙자 등 고위험
군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또
한 다른 검진사업에 비용-효과성이 매년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001~2005년 에 비용-효과를 보면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며 2005년은
2001년에 비해 6배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 결핵의
발생이 줄어서 자연적으로 고위험군에게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졌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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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있으나 결핵검진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검진판독의 오류 등의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또한 여러 문헌에서도 결핵 고위험군으로 통하는 대상에
게 실시한 검진에서의 발견률이 학생검진발견률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검진대
상자 선정 등 사업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라라...가가가족족족검검검진진진
결핵환자 접촉환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검진의 대상자수는 감소하고
있었으나 발견된 환자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발견률도 그에 따라 변
화하고 있었다.결핵환자와 접촉이 밀접할수록 감염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족,동거인,동일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진한다.특히 유아,
소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감염가능성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가
족검진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가족검진은 대상자의 특성 때문인지
년도별 비용-효과가 매우 기울기가 유동적이었다.2002년은 2001년에 비해 비
용-효과적이지만 2003년은 2002년에 비해 매우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기울기가
2배로 나타났다.그러다가 2005년에 2004년에 비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이 이
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가족검진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잘 되었
거나 접촉자 중 결핵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다.가족검진사업은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인 프로그램
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마마...학학학생생생검검검진진진
우리나라는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면역력은 10~15년으로
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학생들은 집단
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전염시키고 더 나아가 그 가
족 등으로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진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
다.그러나 역시 검진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결핵환자의 발견은 감소하다
가 2005년에 갑자기 높아졌다.이에 따라 발견률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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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에 대한 비용-효과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2004년에 약간 비용-
효과적이었다가 다시 떨어졌으며 2005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서 1.5배 비용-효
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고위험군인 이동검진에 비해서도 발
견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학생에 대한 검진사업이 필요하나 좀더 비용-효과
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바바...검검검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간간간 비비비용용용---효효효과과과분분분석석석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연간 검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은 모두 떨어지
고 있었다.가장 기울기가 큰 순서로 건강검진,이동검진,보건소내소,가족검
진,학생검진으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검
진사업도 선진국형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보건소내소,
가족검진,학생검진의 비용-효과성은 2005년 기준 보정 비용-효과 분석결과 기
울기의 변화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크게 비용-효과가
떨어지지 않으나,이동검진과 건강검진의 기울기는 매우 급격하게 비용-효과성
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진사업별로 분석한 결과가 타 검진프로그
램에 비해서 비용-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발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사사...결결결핵핵핵으으으로로로 발발발생생생하하하는는는 비비비용용용추추추계계계
결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진료비 안에 드는 비용 외에 입원비,상병비 등 추
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
이 있으며,WHO기준에 따른 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따로 산출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1인별 데이터가 아닌 관계로 개인별 이환기간,직업
등을 감안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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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검진사업에서 1
차 스크리닝 검사로 실시하고 있는 흉부방사선검사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검진완
료 후 객담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 결핵환자의 수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검
진사업의 효과를 산출하였으며,결핵으로 발생한 비용과 경제적손실과 검진에 소
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였는데 2001~2005년까지 결핵정보감시체계에 실적보고한 내
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건소내소자에 대한 결핵검진결과 2001~2005년까지 대상자,환자발견,발견률

모두 감소하고 있었으며,비용-효과성도 매년 평균적으로 15.3% 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의 결과 2001~2005년 사

이에 대상자만 증가하고 환자발견,발견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으며,비용-효과성도
매년 19.2%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검진 대상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의 결과 2001~2005년

사이에 대상자,환자발견,발견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으며,비용-효과성도 34.9%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검진 대상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의 결과 2001~2005

사이에 대상자는 감소하였고 환자발견과 발견률은 2001~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 다시 증가하였다.비용-효과성도 2001~2004년까지는 떨어져 평균적으로
는 25.5%감소하고 있으나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12.8%증가하였다.
학생검진 대상자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의 결과 2001~2003년

사이에 대상자는 감소하다가 2003~2005년 사이에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나 발견된
환자수,발견률은 2003년~2004년 사이를 제외하고 감소하고 있었다.비용-효과성은
2004년이 2003년에 비해 5.8% 비용-효과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8%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결핵검진에 든 비용은 총 1,319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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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이 일어나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305.9억~458.8억원의 진료비가 소요
될 가능성이 있다.또한,결핵이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049~42,100억원,사
망으로 추가로 3,06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결핵검진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은 떨어지고 있
으며 특히 이동검진의 비용-효과성이 34.9%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 프로그
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검진 프로그램도 비용-효과성이 가
족검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진프로그램에서 쓰이는 비용이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아직 적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핵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연구를 기본으로 결핵검진 프로그램이 더욱 비용-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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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st-effectivenessAnalysisofTuberculosisExaminationusing
TB-Chestradiationphotography.

Kyoung-InNa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ye-YoungKang,PhD)

From 1965to1995,Koreahasconductedresearchesonactualconditionsfor
tuberculosiseveryfiveyearsinthecountryandhascheckedtheinfectionrate
andprevalencerateoftuberculosis.Asaresult,theinfectionrateofTBhas
decreased by7.3% everyyearand theprevalencerateofepidemiclungTB
was668 personsper0.1 million personsin 1965,itwasreduced into 93
personsper0.1million personsin 1995,and ithasbeen estimated thatit
wouldbe62personsper0.1millionpersonsin2005andTBhasbeenreduced
clearly.However,lung TB smear positive patients with the levelofTB
eliminationhaveoccurred1personper10,000persons;however,Koreaisnot
safefrom TByet.Inaddition,theoccurrenceofTBanditsresultantdeathrate
havebeenrankedfirstamongOECD countries,butpeople'sinterestinTBhas
been decreased;therefore,it is required to reorganize the national TB
managementcomprehensively.
Now itisimportanttobeinterestedintuberculosis,andtheimportanceof

individual health management has increased.However,tuberculosis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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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giousdiseasesothatitishardtodiagnoseitcompletelywithindividual
health management.Forthisreason,varioustuberculosisscreeningprograms
havebeenperformedfortheearlyidentificationandtreatmentoftuberculosis
inpublicsectors.InKorea,chestradiationexaminationhasbeenadoptedas
thefirstscreeningmethod intuberculosisscreeningprogram and therehave
been slightdifferencesin thephotographingmethodsbyeach program,but
mostlyindirectphotographinghasbeenconducted.
Thisstudywasperformed toanalyzethecost-effectivenessofexamination

throughchestradiationinvarioustuberculosisscreeningprograms.Firstofall,
itreviewedthebusinessmethodsfortuberculosisscreeningprogramsthathave
beenconductedinpublicsectors.Then,itcalculatedthecostincurredaslabor
costandworkingexpensesbyeachscreeningprogram from 2001to2005and
measured theeffectsofscreening programswith thenumberofdiscovered
patientstofigureoutthecost-effectbyusingcostandthenumberofpatients'
cases.Inaddition,thestudycomparedthelosscostduetotuberculosisusing
WHO standardstothecostofpreventingtuberculosisinfection through the
screeningprograms.
From asurveyonthepatientswhovisitedthepublichealthcenter,itwas

foundthatsubjects,reportedpatients,anddiscoveryratewerealldecreasing
from 2001to2005,withcost-effectivenessfallingby15.3% onaverageannually.
Resultsofthechestradiation-basedtuberculosisscreeningofsubjectsrevealed

thatonlysubjectsweregrowingfrom 2001to2005,andbothreportedpatients
anddiscoveryratereduced,withcost-effectivenessfalling19.2% annually.
Thechestradiation-basedtuberculosisscreeningofmobilescreeningsubjects

revealedthatsubjects,reportedpatients,anddiscoveryratealldecreasedfrom
2001to2005,withcost-effectivenessfalling34.9% aswell.
In the chest radiation-based tuberculosis screening of family-screening

subjects,itisfound thatsubjectsdecreased from 2001to 2005,while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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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patients and discovery rate reduced from 2001 until2004 and
increasedagainin2005.Thecost-effectivenessfellby25.5% onaveragefrom
2001to2004,whileincreasingby14.8% between2004and2005.
Resultsofthechestradiation-basedtuberculosisscreeningofstudentsubjects

indicated thatsubjectsdecreased from 2001to 2003and increasing between
2003and2005,whilebothreportedpatientsanddiscoveryratereduced,except
theperiodfrom 2003to2004.Thecost-effectivenessof2004was2.5% higher
than2003,whilefallingby8% ingeneral.
Thecostoftuberculosisscreeningwas131.9billionwonintotal.However,

infectionbythefailuretocontrolthediseasewillresultinmoretuberculosis
patients,305.9to458.8billionwonestimatedtocurethedisease.Furthermore,
economiclossfrom tuberculosismorbidityisestimated21,049to42,100billion
won,withadditionallossbydeathamountingto3,068billionwon.
Inconclusion,thecost-effectivenessofcurrenttuberculosisscreeningprogram

hasbeen falling,with thatofmobilescreening,in particular,mostsharply
decreasingat34.9%,whichimpliesthatthisprogram needstobereviewed.
Moreover,alsoinallofotherscreeningprograms,cost-effectivenesswasfalling,
exceptfamily-screeningprogram.However,comparedtotheexpensesusedfor
patientsdiscoveredinthescreeningproject,screeningcostis3.6to5.3times
less,which provesthereisno usefulness.Nevertheless,strategiesto make
tuberculosisscreeningprogram morecost-effectiveshouldbedevelopedonthe
basisofprecise estimation and research on the tuberculosispopu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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