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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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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수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야 법정전염병에
포함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2~15개월에 1회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에서는 1회 예방접종
후에도 수두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6년 6월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수두 예방접종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미비하여 2차 접종 도입을 고려할 근거가 부족하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수두 2회 예방접종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어떠한 사업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수두 예방접종 전략은 1회 접종 전략(생후 12~15개월)과 2회 접종 전략(생후

12~15개월,만 4~5세)으로 구분하였으며,각각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하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값을 미접종 시와 비교,전략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수두 예방접종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2007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발생할 수두 예방접종 비용과 수두 발생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였다.수두 예방접종 비용은 민간
의료기관(60%)과 공공 의료기관(40%)을 구분하여 각각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산출하였다.직접비용에는 백신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고,
간접비용은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과 교통비가
포함된다.수두 예방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발생할 수두 환자 수 예측이 필요하다.환자 수 예측 모델은 캐나다에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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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 방정식에 기본을 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였고,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와 1회 시행하였을 때,2회 시행하였을 때 20년간 예측되는 수두 환자 발생을
각각 추계하였다.이렇게 산출된 환자 수에 수두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을 곱하여
편익을 계산하였다.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직접편익에는 수두와 수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외래 진료비가 포함되고,
간접편익은 수두 치료를 위한 교통비와 시간비용이 포함된다.
수두 예방접종 정책별 향후 20년간 수두 환자 수 추정 결과,수두 예방접종

사업을 미실시할 경우 2007년 출생코호트 449,027명 중 2007~2026년까지 총
369,098명의 수두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12~15개월에 수두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는 전략 1(1차 접종률 87.8%)의 경우 70,696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12~15개월과 4~6세에 수두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는 전략 2(1차 접종률 87.8%,2차 접종률 51.7%)의 경우 20년간 수두
환자 수는 34,253명이였다.
수두 예방접종률에 변화를 주어 수두 환자 수를 추정해 본 결과 2차 접종을

1차 접종률과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수두 환자 수는 32,253명으로 감소하였다.
접종률을 기억에 의한 MMR접종률과 같이 1차 98.1%,2차 58.0%로 변화시켰을
때 수두 환자 수는 32,936명으로 1,2차 모두 87.8%의 접종률을 유지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환자 발생이 늘어났다.
2007년 출생 코호트가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할 경우 총 142억의 비용이

소요되고,예방접종을 2회 실시할 경우 225억의 비용이 소요된다.미접종과 비교
시 1회 접종 전략은 총 30만 명이 수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이로 인해 212억의
수두 치료비용을 감소시켰다.편익-비용비가 1.49로 나타났으며 순편익은 69억
발생하였다.미접종과 비교 시 2회 접종 전략은 총 33만 명이 수두에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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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었고,236억의 수두 치료비용을 절감시켰으며,편익-비용비가 1.05,
순편익은 109억원 발생하였다.다시 말해 수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1회 접종 전략과 2회 접종 전략은 모두 비용편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접종 전략과 2회 접종 전략을 비교하였을 때 만 4~6세에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1차만 시행하였을 때보다 총 4만 명이 수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25억의 수두 치료비용을 감소시켰다.편익-비용비가 0.30으로
나타났으며 순편익은 -58억 발생하여 1회 접종보다 경제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두 예방접종의 시행은 경제성이 있으나,

2회 접종의 시행은 비용의 증가에 비해 편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두 유행 상황과 국가 예방접종 정책 변화에 따라 2회 수두
예방접종정책 도입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1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수두는 전신에 발진성 수포를 특징으로 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수두는 법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았고,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이 아니었다.2005년부터 수두는 법정 제2군 전염병에 포함되어 전염병
발생 신고를 받고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대상이
되고 있다.
1974년 일본에서 수두백신이 개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수두 백신이

허가되었다.그러다 2005년 수두가 ‘국가필수예방접종’1)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는 만 12~15개월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6년 6월 29일 미국 CDC(Center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의

ACIP(AdvisoryCommitteeonImmunizationPractices)에서는 기존의 수두
백신을 1회 접종한 아동과 성인이 접종 후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돌파감염 사례 발생)으로
보고하고 있다.그 결과,앞으로는 수두 백신을 생후 12~15개월에 1차,만 4~6세에

1)2004년부터 정부에서는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통합하여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명명하고 있으며,새로 도입되어
민간의료인이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리하고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결핵(BCG 피내접종),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폴리오,홍역/볼거리/풍진(MMR),수두,일본뇌염(사백신),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이 있고, 기타예방접종에는 결핵(BCG 경피접종),
일본뇌염(생백신),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폐구균폐렴,A형간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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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기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이미 1차 접종을 받은 어린이,청소년과 성인에게
1회 더 접종하도록 당부하였다(CDC,2007).수두에서 돌파감염이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서 야생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수두 질환을
의미하고,수두 예방접종 후 42일 이후에 이환되는 경우이다.수두 1차 접종으로
발생하는 돌파감염은 예방접종 실패로 볼 수 있다(Vazquez,2004).
미국에서 수두 백신 2회 접종을 권장하면서 각국에서는 기존의 수두 1회

접종의 효과를 재평가하기 시작하였고 2회 접종으로 변경 시에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두는 2006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기준 연간 17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5백억 원 이상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7).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거의 없고,2차 접종으로 기준을 변화 시킬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현재의 수두 1차 접종의 비용-편익성을

분석하고,2차 접종을 도입하였을 경우 비용-편익성을 분석하여 어떠한 사업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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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는 수두예방접종사업과
미국 CDCACIP에서 권장하는 2회 접종사업 수행 시 비용을 산출․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보건정책자가 수두 예방접종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려는데 있다.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수두 예방접종 1회와 2회 접종에 드는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한다.
둘째,세분화 된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계량화한다.
셋째,계산된 비용과 편익을 이용하여 순편익,편익-비용비를 계산한다.
넷째,비교된 결과를 정책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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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가.수두

1)원인 및 전파

수두는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zostervirus;VZV)에 의한 급성
감염성질환이다.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되면 수두로 나타나며,이후
감각신경절에 잠복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난다.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 밖의 환경에서는 짧은 생활사를 나타낸다.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상기도를 통한 비말 공기감염

또는 피부의 수포액을 통해 전파된다.홍역보다 전파력은 약하지만,가족간
접촉을 통한 이차 감염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수두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이다.

2)역학

수두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다.일부 자료에서는 열대지방에서는 수두
감염이 어린이보다 성인에게서 더욱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이러한
발생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농촌인구에서 유년기의
수두감염이 부족한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측된다(CDC,2007).
미국에서는 매년 4백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그 중 85%정도는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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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발병한다.수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1∼4세이며,전체의
39%정도이며,5∼9세의 아동은 38%정도를 차지한다.20세 이상의 환자는 단지
7%정도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아 전염병의 발생추이를 관찰하고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일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 개원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체계에서 2007년 총 13,911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다(질병관리본부,2007).수두 환자는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4~7월,11~2월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연령별로는 3~6세에 호발하며,15세 미만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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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성별,연령별 수두 발생 현황(소아전염병 표본감시 월간소식지,2007)

3)임상양상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시 10∼21일 정도,평균 14∼16일의 잠복기를
가진다.성인의 경우 수두의 특징적인 발진이 발생하기 전 1∼2일 동안 발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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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감을 동반하는 전구기가 나타날 수 있고,소아는 발진이 질병의 첫 증후일
수 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소양감이 있고,반점에서 구진이나 수포로 빠르게

진행된다.보통 두피에 먼저 나타나서 몸통과 사지로 번지고,주로 몸통에 병변이
나타난다.수포는 가피가 형성되기 전에 터지거나 농포가 형성되며,연속적인
피부병변의 진행은 5∼6일에 걸쳐 나타난다.건강한 소아에서 평균적인 수포의
수는 250∼500개이다.
건강한 소아에서는 2∼3일 동안 권태감,소양감,38.9℃ 이상의 발열과 함께

가벼운 임상증상이 일반적이다.성인의 경우 더 질병이 중하고 합병증이 많다.
수두는 1회의 감염으로 평생면역이 획득된다.

4)진단

수두는 특징적인 피부병소와 수두를 앓았는지 유무,2∼3주 전의 수두
접촉력과 같은 역학적인 요소로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다. 실험실적
진단방법으로는 수포에서 핵 내 봉입체를 가지는 다핵 거대세포를 검출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분리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직접형광항체법(DFA),혈청학적 검사 등이 있다.

5)치료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수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피부를 청결히 하여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고,손톱을 짧게 하여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며,가려움증의 완화를 위하여 calaminelotion을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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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한다.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이 병의 경과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사용은
제한적이다(홍창의,2004).

6)예방

수두의 예방방법은 크게 능동면역인 수두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수동면역인
수두 대상포진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수두 대상포진
면역글로불린은 수두에 이환되면 위험한 집단인 면역기능 저하자,감수성이
있는 임신부,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바이러스 노출 후 96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투여는
병의 경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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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두백신

1)역사

1974년 일본 오사카 대학의 Takahashi박사가 Oka라는 성을 가진 수두 환아의
수포에서 추출한 체액을 이용하여 약독화 생백신을 개발한 것이 최초이다.현재
Oka주 백신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수두백신을 도입하여 고위험군과 일부 건강아를 대상으로
접종하였다.1995년도에는 미국,스웨덴,독일이,1998년에는 캐나다가,그리고
2000년도엔 호주와 이스라엘에서 수두 예방접종이 도입되었다.

2)백신 종류 및 국내 유통 백신

2008년 현재 엠에스디,글락소스미스클라인,씨제이,비알바이오텍에서
Oka주 백신을 수입 또는 생산하고 있고,녹십자백신에서는 자체개발한
MAV/06주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매년 국내에서는 500,000도스 이상의 백신이
유통되고 있다(Catherine,2008).

3)면역원성 및 효과

12개월～12세 소아에게 수두백신 1회 접종 후 97%가 항체 양전율을
나타내었고,90%이상이 적어도 6년 동안 남아있었다.일본의 연구에서 97%의
어린이들이 백신접종 7～10년 후까지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백신의 수두감염
예방효과는 70～90%이며,중등도나 중증 수두를 예방하는데 90～100%까지
효과를 나타내었다.13세 이상의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에게 백신 접종 4～8주



- 9 -

후 1회 접종 시에는 78%,2회 접종 시에는 99%가 항체 양전율을 보였다(CDC,
2007).

4)실시기준 및 방법

수두 예방접종 대상은 과거력상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또한 접종력이 없는
12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이다.표준 접종권장 시기는 생후 12～15개월이며,0.5
mL를 상완외측면에 피하 주사한다.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경우는
1회 접종하고 만 13세 이상의 경우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도록 권장한다.
미국은 2006년 6월 이후 2회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표준 접종 시기는 생후
12～15개월에 1차,만 4～6세에 2차를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5)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수두 예방접종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의 통증,발적,종창 등이며,
소아에서 약 19%,청소년과 성인에서 약 24%(2차 접종 후 33%)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소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이며,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전신 이상반응은 흔하지 않다.예방접종후 42일내에 소아에서 15%,청소년과

성인에서 10%정도에서 발열이 보고되고 있으나,이는 백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단 우연히 발병한 다른 질병에 의한 경우이다(CDC,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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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미국에서는 1회 접종하는 수두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큰 규모의 수두 유행이 발생하여 미국의 공중보건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미국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수두 백신을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하면서 2회 접종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시행하였다.2006년 미국의 출생
코호트 4,100,000명을 대상으로 Decision-tree-basedanalysis를 시행하였다.그
결과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1회 접종 시
편익비용비(Benefit-costratio,BCR)는 4.37,2회 접종 시 편익비용비는 2.73으로
나타났다.1회 접종하는 것과 비교하여 2회 접종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incrementalBCR이 0.56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hou,2008).
캐나다의 수두 예방접종의 비용-효과 연구에서는 (1)1세에 정기예방접종을

하는 대안,(2)1세 정기예방접종 대안에 5～11세를 대상으로 catch-up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3)정기 예방접종을 12세에 하는 대안에 대해 분석하였다.각각의
대안에 대한 편익비용비는 5.24,4.90,4.44로 1세에 정기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약적인 방법인 것으로 평가되었다(Brisson,2002).
호주에서의 (1)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대안,(2)매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12개월에 접종하는 대안,(3)수두력이 없는 12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대안,(4)catch-up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에 대하여 수두 예방접종 후 30년의
기간동안 비용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영아,청소년,catch-up
프로그램에서 각각 수두로 인한 비용은 각각 $64,$530,$418이었고,영아
프로그램이 가장 비용 효과적 이였다.영아 프로그램에서는 30년 동안 440만
명의 수두 환자가 발생하였고,이중 13,500명이 입원하였으며,30명이 사망한



- 11 -

것으로 추정되었다(Scuffham,2000).
그 외 시행된 수두 예방접종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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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분 연구 국가 및 결과 비 고

Preblud등
(1985)

비용편익
분석 미국 -개발용 백신의 편익비용비 6.9

평생 백신 유효성
90% 유지된다고
가정

Preblud등
(1988) 비용분석 미국-매년 질병발생 비용 $400백만

달러로 평가됨

비용의 95%는
아동 간호를 위한
생산성 손실임

Kitai등
(1993)

비용편익
분석

캐나다-전파전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편익비용비는 8.3(직접비용과
편익)과 9.5(총 비용과 편익)임

백신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30/dose

Huse등
(1994)

비용편익
분석

미국-정기 예방접종 스케줄의 백신
편익비용비는 0.34(직접치료비만)
또는 2.0(직접,간접비 모두)임

예방접종은할인율을
5%로했을때가격이
24달러 이하일 때
비용편익적임

Lie등
(1994)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미국-1회 접종 프로그램은 2,500달러
/인년(life-year)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의료비용만 고려하였을 때),만약
간접비까지 포함 시 편익비용비는
5임

백신 가격은
$35/dose

Lie등
(1994) 비용분석

미국-수두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가치는
가족 당 293달러,수두 사례 당
183달러
약품비(일반의약품까지)는 가족 당
20달러,수두 사례 당 12.50달러 임

Ferson
(1995) 비용분석

호주-전국적인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프로그램은 심각한 합병증과
근로시간 손실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건강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성인에서의 수두발생을 야기 시킬 수
있음.

표 1.수두 예방접종 경제성 분석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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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분 연구 국가 및 결과 비 고

Lie등
(1995)

비용효과
분석

미국-직접비용만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프로그램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접종하는 전략보다 더
효과적임(197달러 절약).간접비용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모두에게 접종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전략이며,
13~17세까지 접종하는 것은 효과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소모됨.

백신 가격은
$35/dose

Beutels등
(1996)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독일-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며 직접비용이
절약되었음.15개월에 접종하는 것은
19.74DM life-year(직접비용만
고려)을,12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catch-up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 시
6.92DM 비용이 듬.

5% 할인율
적용, 백신
가 격 은
95DM/dose

Gray등
(1997)

비용효과
분석

영국-의료종사자들에게 검사 후 예방접종
하였을 때 예방 가능한 사례 당
￡440UK,모든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예방 가능한 사례 당
￡48,900UK의 비용이 발생함

Nettleman,
Schmid
(1997)

US-잠재적 감수성을 가진 근로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을 때 순비용이
1인당 59달러 절약됨

Coudeville등
(1999)

비용편익
분석

프랑스-MMR백신과 함께 수두 접종 시행
시 직접 의료비용이 10~77% 절약됨

Domingo등
(1999)

비용편익
분석

스페인-15개월을 대상으로 전국적 예방접종
시행시편익비용비는직접비용만고려할
때 0.54,간접비용 포함 시 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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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본 연구에서는 수두 예방접종 전략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111)))전전전략략략 111(((대대대안안안 111))):::111회회회의의의 수수수두두두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생생생후후후 111222～～～111555개개개월월월)))
현재 우리나라 수두 예방접종 전략으로 생후 12∼15개월에 수두 예방접종을

1회 시행하는 전략이다.

222)))전전전략략략 222(((대대대안안안 222))):::222회회회의의의 수수수두두두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생생생후후후 111222～～～111555개개개월월월,,,만만만 444～～～666세세세)))
기존 예방접종 일정(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에 만 4∼6세에 2차 접종을

추가로 시행하는 전략이다.

각 전략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하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값을 비교하였다.비용은 예방접종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직접비용과
예방접종을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기회비용인 간접비용으로 나누고,편익은
수두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편익과 수두질병 치료를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비용의 경우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 필요한 비용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1회 접종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두 배하여 2회 접종 비용으로 책정하였다.
편익은 1회 접종의 편익과 2회 접종의 편익의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금전적 가치를 별도로 산출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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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간접비용 직접편익 간접편익 직접편익 간접편익

1회 접종 2회 접종

1배

2배

비용 편익

1회 접종 비용 대비 편익

2회 접종 비용 대비 편익

직접비용 간접비용 직접편익 간접편익 직접편익 간접편익

1회 접종 2회 접종

1배

2배

비용 편익

1회 접종 비용 대비 편익

2회 접종 비용 대비 편익

그림 2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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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가.분석관점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분석관점은 크게 보험자 관점,환자 관점,의료제공자
관점,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포함시켜야 할 비용의 범위가 결정된다.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관점이 될 수
없다.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시행된 예방접종 경제성 평가에서도 개인의
지불해야할 예방접종 비용뿐만이 아니라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
유행 통제 비용 등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국내에서 시행된 풍진(신영전,
1994)과 홍역(이종구,2003)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적용한 관점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나.분석기간

수두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 가족 내 감수성이 있은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은 65~86%이다.대부분의 소아가 15세까지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성인의 5%미만이 감수성이 있다(홍창의,2007).수두는 발생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증도가 심하여 질병부담이 커지나(질병관리본부,2006),발생률이 극히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20년간,즉 만 19세의 연령에 다다를 때까지 수두 환자발생에 따른 질병부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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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접종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다.분석 방법

경제성 평가의 분석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비용-최소화 분석
(Cost-minimizationanalysis)은 동일효과를 산출하는 대안 중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비용은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고,효과의 가치를 측정할 때
화폐단위보다는 임상적 자연단위(예:혈압 감소,생존연수 증가,장애일수 감소
등)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음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analysis)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효과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대안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은 효용이 반영된 기대효과를 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는 한정된 재화에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안 선택이 필수적이므로,직․간접비용과 효과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분석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라.분석 모델

1)모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2007년 출생 코호트가 선택에 의해
수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1회 접종하거나,2회 접종을 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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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수두 예방접종의 효능과 연령별
감염력(Forceofinfection)에 따라 수두를 앓거나 앓지 않게 될 것이다.수두
예방접종률과 예방접종 효능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수두는 발생시 전신에 발진이 생겨 수포로 진행되는 전염병으로 그 증상이

확연히 눈에 띄고,소양감으로 환자가 불편함을 겪는다.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완화를 위해 수두 이환 시 모든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그림 3).

2)대상 인구

본 연구 대상은 2007년 출생코호트 449,027명이며,출생 후부터 19세까지
20년간을 연구하였다.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두 1차 접종은 생후 12~15개월에,
수두 2차 접종은 만 4~6세에 이루어지므로,1회와 2회 접종의 경제성 평가는
만 4세 이후의 예방접종 비용과 환자 발생 차이에 의해 가능하지만,전략별
대상 코호트의 총 수두 질병 비용 산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알기 위해
0세부터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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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함

예방접종 하지 않음

1회

2회

수두 앓지 않음

외래 방문

입원

수두 앓지 않음

수두 앓음

수두 앓지 않음

외래 방문

입원

수두 앓지 않음

외래 방문

입원

수두 앓지 않음

수두 앓음

수두 앓지 않음

수두 앓음

예방접종 함

예방접종 하지 않음

1회

2회

수두 앓지 않음

외래 방문

입원

수두 앓지 않음

수두 앓음

수두 앓지 않음

외래 방문

입원

수두 앓지 않음

외래 방문

입원

수두 앓지 않음

수두 앓음

수두 앓지 않음

수두 앓음

그림 3의사결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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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명 변수 정의 출처 변수값

연령군
수두 감염률과 사망률에
있어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는 연령 그룹

Brissonetal.

영유아(0~1세)
취학전(2∼4세)
초등학생(5～11세)
중고등학생(12～19세)
대학생(20～24세)
청년층(24～44세)
장년층(45～64)
노인층(65세 이상)

예방접종률
전체 인구집단 중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본부
이화여대

1차-87.8%
2차-51.7%

예방접종
효능

백신을 맞은 군에서 백신을
투여 받지 않은 군에 비해
특정질환의 발생율의 감소

Brissonetal
Sewardetal 표 5참조

입원율

수두에 걸린 환자 중
건강보험 입원 청구 자료에
수두의 질병코드인 ICD10의
B01군을 주상병으로 수진
받은 진료기록이 1건 이상인
환자의 비율

건강보험
청구자료

0~1세-1.54%
2~4세-0.35%
5~11세-0.33%
12~19세-1.68%

분담율

총 예방접종 건수 중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건수의
비율

질병관리본부
충남대학교 공공:민간=40:60

표 2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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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두 환자 수 추계

수두 예방접종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수두 예방접종 효과로 인해
감소한 수두 환자 수 추정이 필요하다.환자 수 추정은 과거 발생 환자 수를
근거로 하거나,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수두는 2005년부터
법정전염병에 포함되어 환자 발생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전의 지속적 발생 자료가
없으므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환자 수를 추계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서 시행된 수두 예방접종의 영향에 관한 모델을 적용하였다(Brisson,
2000).환자 발생 수 추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향후 20년 간 예측되는 환자 발생 수 추계
-수두 예방접종을 1회 시행할 경우 향후 20년 간 예측되는 환자 발생 수 추계
-수두 예방접종을 2회 시행할 경우 향후 20년 간 예측되는 환자 발생 수 추계

① 환자 수 추계 모델

Brisson의 환자 수 추계 모델은 연령에 따라 감염률과 사망률이 변화하는
것에 근거한 일반적 미분 방정식에 기본을 둔 Realisticage-structured
deterministicmodel(RAS)이다.
수두는 한번 감염되면 평생 면역을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므로,SEIR모형2)을

적용할 수 있다.모든 아동은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모체로부터 받은 수두에
대한 항체는 사라지게 되고,감수성기(Susceptible)에 들어가게 된다.이후 수두

2)SEIR:Susceptible(감수성기)→Exposed(잠재기)→Infectious(전염기)→Recovered.immune(면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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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타인에 대한 감염력을 가지기 전인 잠재기(Latent)로
이동하고,감염력을 가진 전염기(Infectious)를 거쳐 평생 면역력을 가지는
면역기(Immune)로 접어든다.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 실패(Primary
failure)로 인하여 일부는 계속 감수성기(Susceptible)에 남게 되고,나머지는
감염에 대해 면역력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어력이 소실되는 일시적
보호군(VProtected)또는 감염시 중증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일정 수준의 부분적
방어력을 가진 변화된 감수성군(VSusceptible)으로 이동하게 된다.일시적
보호군(VProtected)은 수두 전염기의 사람과의 효과적인 접촉을 통해 영구적인
면역상태(V Immune)가 될 수도 있다.모델 프로그램은 영국 Cherwell
Scientific사의 ModelMaker4를 활용하였다.

T(Temporaryprotection):임시적 보호
P(Partialprotection):부분적 보호
λ(Forceofinfection):감염력
σ(Theriskofaninfectedindividualinfectious):전파가능한 개인으로부터 감염 위험도
α(Theriskofaninfectiousindividualofrecovering):전염기에서 회복될 가능성

백신으로 인한
보호기

감수성기

감수성기(V)

잠복기

잠복기(V)

전염기 면역기

면역기(V)전염기(V)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1차적 실패

예방접종 후

T

1-T

λ(a)

bλ(a)

σ

σ

α

α

kλ(a)

백신으로 인한
보호기

감수성기

감수성기(V)

잠복기

잠복기(V)

전염기 면역기

면역기(V)전염기(V)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1차적 실패

예방접종 후

T

1-T

λ(a)

bλ(a)

σ

σ

α

α

kλ(a)

그림 4수두 예방접종 전․후 흐름도
Source :Brisson et al.Modelling the impact of immunization on the
epidermiologyofvaricellazostervirus.EpidemioInfec2000(125);65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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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령군 설정(Mixingpatterns)

인구 집단의 연령대별 환자 수 산출을 위해 Who-Acquired-Infection-
From-Whom(WAIFW)matrix를 사용하였다.WAIFW matrix는 감염력이 있는
연령 X가 감수성이 있는 연령 Y를 접촉하였을 때 감염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연령 구분은 영유아(0∼1세), 취학전(2∼4세), 초등학생(5～11세),
중고등학생(12～19세),대학생(20～24세),청년층(24～44세),장년층(45～64),
노인층(65세 이상)으로 총 8그룹으로 나누었다.이 중 청년층은 아동으로부터
감염 가능한 연령으로 보고 있다.WAIFW 매트릭스의 값들은 Brisson이 예방접종
전 감염력(λ)을 연령군 별로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λ(a,t)= λv(a,t)+ λz

= 
  



β(a',a)(I(a',t)+mVI(a',t))+λz

λ(a,t)는 수두로 인한 감염력을 의미하고,λz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감염력을
뜻한다.
β(a',a)는 전파 가능한 연령군 a'가 감수성 그룹 a에게 감염시킬 확률을,L은
기대 수명,m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백신을 맞을 사람이
수두를 전파시킬 확률을 의미한다.Brisson은 공식을 이용하여 연령군별 감염력을
나타내는 WAIFW 매트릭스를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였고,본 연구에서도 그
값을 적용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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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그룹
전파 가능한 그룹

0-1 2-4 5-11 12-19 20-24 25-44 45-64 65+

감수성
그룹

0-1 0.70 0.70 0.70 0.70 0.85 1.15 0.72 0.57
2-4 0.70 4.42 1.20 1.20 0.85 1.15 0.72 0.57
5-11 0.70 1.20 5.16 1.20 0.85 1.15 0.72 0.57
12-19 0.70 1.20 1.20 5.16 0.85 1.15 0.72 0.57
20-24 0.85 0.85 0.85 0.85 15.47 1.15 0.72 0.57
25-44 1.15 1.15 1.15 1.15 1.15 1.15 0.72 0.57
45-64 0.72 0.72 0.72 0.72 0.72 0.72 0.72 0.57
65+ 0.57 0.57 0.57 0.57 0.57 0.57 0.57 0.57

표 3WAIFW 매트릭스

Source :Brisson et al.Modelling the impact of immunization on the
epidermiologyofvaricellazostervirus.EpidemioInfec2000(125);651-669

③ 예방접종률

수두 예방접종률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다.정확한 예방접종률을 알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시행되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서는 예방접종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의무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모든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산등록
되지만,민간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실적보고율은 60%정도로
예상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충남대학교,2006).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논산지역 16개월 이상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수두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예방접종수첩에 근거한 수두 접종률은 73.1%,
예방접종 수첩과 기억에 근거한 수두 접종률은 81.8%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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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2005).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수두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기 이전에 접종대상이었던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접종률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두와 동일한 시기에 접종하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접종률

조사결과 15~23개월 아동의 1차 예방접종률은 기록만 인정할 경우 87.8%,기록은
없지만 기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인정할 경우 98.1%로 나타났다.4~6세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기록만 인정할 경우 51.7%,기억하는
것까지 인정할 경우 58.0%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이화여대,2008).수두와
MMR접종은 접종시기가 1,2차 모두 일치하고,동시접종이 가능한 백신이므로
접종률이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MMR접종률을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1차 접종률은 87.8%,

2차 접종률은 51.7%로 하고,기억에 의한 접종률과 2차 접종률을 1차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켰을 때 상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접종근거
15~23개월(n=452) 4~6세(n=300)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기록 397 87.8 87.8 155 51.7 51.7
기억 46 10.2 98.1 19 6.3 58.0

표 4MMR예방접종률

자료원 :질병관리본부.이화여대.홍역 예방접종 실태조사 및 예방접종 정책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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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방접종 효능(efficacy)

백신 접종의 효과(effect)는 백신을 접종받은 군에서 예방 가능한 면역이
유도되는 직접적인 효과(directeffect)와 백신 접종을 통해 그 병의 전파가
감소됨으로써 집단 내에서의 병의 빈도가 감소하는 군집 면역(herdimmunity)의
간접적인 효과(indirecteffect)로 나눌 수 있다.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조군을 포함하는 야생(wild)임상시험지만 이의
수행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백신의 질병 예방능력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농도의 항체 유발 여부,항체의 양전(seroconversion)여부,항체가의
기하 평균(geometricmeantiter)의 증가 등으로도 평가 할 수 있다.백신 접종의
효과는 보통 면역원성(immunogenicity),효능(efficacy),효과(effectiveness)
등으로 표현된다.
백신의 면역원성(immunogenicity)은 백신을 접종 받은 군에서 항체 또는

세포매개성 면역반응 등의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항체 반응이
항상 백신의 방어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백신의 효능(efficacy)은 백신을 맞은 군에서 백신을 투여 받지 않은 군에

비해 특정 질환의 발생율의 감소로 정의되며,보통 백분율로 표시된다.백신이
부적절하게 보관 또는 투여됨으로써 실제 보다 예방효과가 감소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백신의 효과(effectiveness)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자연 상태

하에서 기대되는 예방의 정도를 의미한다.즉,단순히 백신 자체의 효능에만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투여되는 특정 집단의 성격에 의해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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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따라서 백신의 효과는 직접 및 간접 면역의 효과를 측정하며 이를
위해 관찰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백신 효능과
효과의 차이는 종종 구분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식약청,
서울대학교,2007).
Brisson환자 수 추계 모델에서 사용된 예방접종 효능 변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Halloran등의 수두 환자 수 추계 모델에 머크사의 임상시험 결과 값을
입력하여 완성하였다.백신 유효성 변수는 백신 효과의 감소(W),예방접종 후
일시적인 방어력을 갖게 되는 개인의 분율(T),백신 접종 후에도 남아있는 감수성,
즉 미접종자와 비교하였을 때 접종자가 수두에 걸릴 비율(b),일시적 방어력을
가진 상태에서 수두 접종으로 인하여 면역력을 갖게 되는 상승 작용(k)에 대해
동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시나리오에 적용된 기본 값은 백신 개발과정에
나온 머크사 연구실의 비공개 자료이며,이는 최근 허가된 제품의 결과 값과
거의 유사하다.
임상시험 결과로 얻어진 매년 수두 감수성의 증가비율(W)은 0.031%로 볼

수 있으며,임시적 방어력도 얻지 못하는 백신의 완전한 실패(P)는 6%,미접종자와
비교하였을 때 접종자가 수두에 걸릴 비율(b)은 73%,일시적 방어력을 가진
상태에서 수두 접종으로 인하여 면역력을 갖게 되는 비율(k)은 91%로 적용하였다.
Brisson환자 수 추계 모델은 수두 1차 접종 시 얻게 되는 수두에 대한 방어력(T)

값만이 사용되었으므로,본 연구에서 1차와 2차 접종 환자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결과 값이 필요하다.기존 연구에서 1회 접종의 수두예방 효능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2회 접종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선행된 수두백신의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1회 접종은 면역성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효능을 평가하였으며 85~95%사이 값을 연구에 적용하였다.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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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1991년 후반부터 1993년 상반까지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12개월에서
12세 소아를 대상으로 수두 백신을 무작위로 1회 또는 3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고 10년을 추적 관찰하였다.그 결과 1회 접종 받은 대상에 비해 2회
접종을 받은 대상은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가능성이 3.3배 낮아졌다(Kuter,2004).
수두백신의 2회 접종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미국에서 2008년 발표된

결과가 유일하며,1회 접종은 NHIS(NationalHealthInterviewSurvey)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환자 발생 수를 적용하였고,2회 접종의 효능은
1회 접종보다 3.3배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93%의 효능을
적용하였다(Zhou,2008).
미국에서 1995년부터 사용된 이후 발표된 19개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가

2008년 발표되었다.그 결과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수두를 방어하는 효과가 1회
접종 시 평균(mean)80.7%(range,44%-100%)로 나타났다(Seward,2008).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두 예방접종에 대하여 피접종자에 대한 효능을

연구한 결과가 없다.수두 예방접종의 효능에 대하여 국가별,인종별로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미국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미국에서 시행된 연구 논문
분석 결과를 보면 1회 접종의 수두에 대한 방어력(T)은 80.7%,2회 접종은
1회 접종에 비해 3.3배 환자발생이 감소한다고 한다.따라서 1회 접종의 수두에
대한 방어력은 평균값 80.7%값을 그대로 적용하였고,2회 접종은 1회 접종시
환자 발생 수(100-80.7)에 3.3을 나누어 2회 접종의 환자 수(5.85)를 산출한 다음
전체 인구에서 환자 수를 뺀 나머지(100-5.85=94.15)는 수두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94.15%를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대적 잔여 전염성(m)은 백신을 맞고 수두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접종을

하지 않은 감수성자에게 수두가 전파될 확률과 백신을 맞지 않고 수두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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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부터 접종을 하지 않은 감수성자에게 수두가 전파될 확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다.본 연구에서는 Brisson모델에서 임상시험 결과 값으로 사용한
50%를 그대로 적용하였다(표 5).

모델 변수 1차 2차
수두 감수성의 증가율(W)1) 0.031 0.031
예방접종후 일시적 방어력을 가질 확률(T)2) 80.70% 94.15%
예방접종 완전 실패율(P)1) 4% 4%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백신 접종자가 수두에 걸릴
확률(b)1) 73% 73%

수두 접촉으로 인해 일시적 면역상태의 사람이 면역기가 될
확률(k)1) 91% 91%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백신 접종자가 수두 전파시킬
확률(m)1) 50% 50%

표 5수두백신 효능 변수

1)Brissonetal.Analysisofvaricellavaccinebreakthroughrates:Implication
fortheeffectivenessofimmunisationprogrammes.Vaccine2000;18:2775-8

2)Sewardetal.VaricellavaccineeffectivenessintheUSvaccinationprogram:
areview.JInfectDis.2008;197:S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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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물학적 변수

그 외 환자 수 추계를 위한 생물학적 변수에는 잠복기(latentperiod)와
전염기(infectiousperiod)가 필요하다.잠복기는 평균 14~16일(10~21일)이며,
전파가 가능한 기간은 발진이 나타나기 전 24～48시간과 발진이 시작된 후
3～7일(수포가 딱지가 될 때까지)이다.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서 시행된 환자
수 추계 모델에서 적용한 14일과 7일을 각각 잠복기와 전염기로
사용하였다(Brisso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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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원율

수두예방접종 전략별 입원 비율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미국에서 실제 수두 유행 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 미만은 0.65%,1~4세는 0.23%,5~9세는 0.11%,10~19세는 0.22%,
20~39세는 2.11%가 수두로 인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lil,2002).미국
CDC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수두 예방접종을 하였을 때는 입원비율은
미접종군의 10%수준으로 나타났으며,수두 2회 접종 도입 시 근거가 된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이를 근거로 1회 접종과 2회 접종 시 입원환자 수는 미접종군의
10%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Zhou,2008).캐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접종자의 경우 전 연령 평균 전체 수두환자 중 0.5%가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개 연령군별 입원율을 산출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에서 시행된 수두 1회 접종 시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1회 접종 시 입원율을 0.1%로 가정하였다(Brisson,2002).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2000년 건강보험 기준으로

수두환자 100명당 1.41명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seng,2005).수두 백신이
대만에 1998년 도입되었고,2004년 정기 예방접종으로 포함되었음을 감안할
때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일부 포함된 수치일 것으로 추측된다.우리나라
수두발생 환자 중 입원비율은 2006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수두환자 총 178,425명 중 1,777명이 입원하여 약 1%정도가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자료는 수두 예방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수두 예방접종으로 인한 입원율에 대한 차이는

고려하였으나,외래 및 입원 진료비용의 감소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 32 -

하지만 두 연구 디자인을 근거로 시행한 프랑스와 독일의 수두 백신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는 미접종자에서 발생하는 수두와 접종자에게서 발생하는
돌파감염에 의한 수두는 질병의 중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접종자의
입원율은 미접종자의 1%로,치료비용은 임의로 50%로 낮추어 연구를
시행하였다(Coudeville,2005).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수두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도입 되었으므로 2004년

건강보험청구자료는 수두 예방접종으로 인한 입원율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여 연령별 입원비율을 구하고(표 6),수두 예방접종 시 미국
연구기준과 동일하게 미접종시에 비해 10%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자료는 건강보험통계자료(2004)를 이용하여 수두의 질병코드인
ICD10의 B01군을 주상병으로 수진 받은 진료기록이 1건 이상인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단순수두(B01.9),수두성 수막염(B01.0),수두성 뇌염,수두후 뇌염,
수두성 뇌척수염(B01.1),수두성 폐렴(B01.2),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B01.8)의
입원 진료인원을 총 진료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하지만 외래 및 입원
진료비용의 경우 돌파감염과 자연 수두감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동일한 진료비용으로 적용하였다.

전 연령 0-1세 2-4세 5-11세 12-19세

총 진료인원(명) 211,835 16,758 73,833 105,389 6,965

입원 진료인원(명) 1,614 258 262 352 117

입원율(%) 0.76 1.54 0.35 0.33 1.68

표 6수두로 인한 연령그룹별 입원율

자료원 :2004건강보험통계자료.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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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할인율 적용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발생한다.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과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개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태에 의한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 하고,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에서 적용되는 가장 적절한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이다 (김동건,2004).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어음을 할인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인 공정할인율은 2007년 기준 2.75%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은 5%정도이다.본 연구에서는 수두 예방접종
비용과 수두 치료비용의 경제적 화폐가치 변화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므로
적용 의미가 상쇄된다는 가정 하에 할인율을 0%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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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비비비용용용 및및및 편편편익익익 산산산출출출

가.비용의 정의 및 계산

비용은 실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으로 크게 예방접종 비용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예방접종 비용은 다시
직접비(directcost)와 간접비(indirectcost)로 나눌 수 있는데,직접비는 백신의
원가 및 인건비,재료비,시설비,행정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간접비는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과 교통비를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비용 산출에 사용된 근거 값들은 모두 2007년 기준으로 재산정 하였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치료비용은 전체 이상반응 발생자수에 이상반응별로

치료비를 산출한 직접비와 ,이상반응 치료에 따르는 노동력 손실과 교통비용의
간접비로 구성된다.2005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수두백신이 도입된 이후 수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에 포함되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 보호자에 의해 신고 되어지고 있다.하지만 신고 건수는
2005년 3건,2006년 12건,2007년 21건으로 3년간 총 63건에 불과하고,이중
수두백신만 단독 접종한 경우는 2006년 7건,2007년 13건으로 총 20건이며,
대부분의 사례가 국소이상반응 또는 발열로 특별한 의학적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었다.또한 수두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이 없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CDC,2007)본 연구에서는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비용은
비용항목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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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비용

예방접종 직접비용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다.이를 위해
민간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과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예방접종의
비율(분담율)을 알아야 한다.앞서 논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보고율이 낮아
정확한 공공과 민간의 분담률 추정은 어려우며,지역사회 대상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분담률 추정할 수 있다.
군포시에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보고한 실적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분담률을 추정한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분담률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39.3%,60.7%,로 나타났다.2005년 수두가 국가필수
도입이후 1～6월까지 평균 분담비율은 공공이 40.3%,민간이 59.7%로 기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분담율과 유사하였다(질병관리본부,충남대학교,2006).본
연구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예방접종 분담률을 40%,60%로 적용하였다.
민간부문에서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민간 병·의원에서는 백신가격에 행위에 대한 가치를 포함시켜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이러한 가격은 지역별로 공유되어
관행수가가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에 사용할 예방접종 수가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서 조사한 관행수가인 35,000원(2005년 7월 기준)을
적용하였다(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보건소에서의 수두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므로 무료로 접종되고

있어,수두백신 조달가를 직접비용으로 산출하였다.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사용되는 수두백신은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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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구매하고 있으며,보건소에 따라 일부수량은 자체구매 하지만 구입가격은
조달가격과 같다.수두백신 조달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백신조달 항목에는 주사기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의 인건비는 수두 예방접종만을 위해 별도로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항목에서 제외하였고,백신과 주사기 이외의 기타 재료비 및
시설비는 원가에 포함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어 제외하였다.

2)간접비용

예방접종 간접비는 크게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와
시간비용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교통비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왕복 교통비로

예방접종의 경우 대부분 외래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교통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의원급의 편도 교통비는 2,090원,보건소는 1,335원으로 나타났다.1995년
기준 2007년 교통물가지수 186.2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의원급의 왕복 교통비는
7,785원,보건소는 4,972원이다.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외래 평균
왕복교통비는 1,693원으로 2001년 기준 2007년 교통물가지수 123.8을 적용하면
2,096원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반면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방문을 위한 평균 편도교통비는 8,607원이었고 외래 편도
교통비를 2배한 값에 2005년 기준 2007년의 교통물가지수 108.4를 적용하면
18,660원이 산출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국내에서 시행된
수두 1회 접종의 비용-편익 연구에서는 수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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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가 도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그 외 버스,택시,자가용 등을
이용하였고,1회 의료기관 방문시 평균 왕복 교통비를 모든 교통수단의 평균
교통비 1,000원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오진경,2002).
2001년과 2005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는 2001년 대비 2005년

교통물가지수 114.2를 고려하더라도 결과의 차이가 크고,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없이 제시되고 있어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간과 공공의 예방접종 분담률은 60:40으로 의원을 이용할 때와
보건소를 이용할 때 교통비를 구분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2007년 기준으로 교통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다.
시간비용은 인적자본 접근법(human capital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인적자원 접근법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 가치의 손실을 그 사람의
평균 임금을 사용하여 계측하는 방법이다(이종구,2003).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진료시간 및 교통시간에 시간당 비용을
곱한 값으로 산출할 수 있다.예방접종은 대부분 외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외래 기준을 적용하였다. 시간비용으로써의 외래 소요시간은
32.72분이였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시간에 대한 화폐가치(시간당 임금)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다. 월평균 임금과 월평균 근로시간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에 따라 213만원, 198시간을 적용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라 각 72.2%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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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간간간접접접비비비용용용 ===교교교통통통비비비 +++시시시간간간비비비용용용

교교교통통통비비비 ===(((편편편도도도 교교교통통통비비비 ×××222)))×××교교교통통통물물물가가가지지지수수수
의원 교통비 =2,090×2×1.862=777,,,777888555원원원
보건소 교통비 =1,335×2×1.862=444,,,999777222원원원

시시시간간간비비비용용용 ===시시시간간간 ×××시시시간간간당당당 비비비용용용
=0.55시간 ×7,767원/시간 =444,,,222777222원원원

시간 =외래 소요시간
=32.72분 =0.55시간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 ×경제활동참가율 ÷월평균근로시간
=2,130,000원/월 ×0.722÷198시간/월
=7,767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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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비용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2007년부터 20년 간 수두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총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총총총 비비비용용용 === ∑
n

i=1
EEE111iii×××NNN111iii×××(((111+++rrr)))---nnn+++∑

n

i=1
EEE222iii×××NNN222iii×××(((111+++rrr)))---nnn

E1i:i번째 년도 공공부문 예방접종자 수
E2i:i번째 년도 민간부문 예방접종자 수
N1i:i번째 년도 공공부문 예방접종 비용(직접비용+간접비용)
N2i:i번째 년도 민간부문 예방접종 비용(직접비용+간접비용)
r:할인율,0.00
n:할인기간,1,2,3,…,20번째 해

비비비용용용 편편편수수수 비비비용용용(((원원원)))

직접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35,000
공공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11,000

간접
예방접종을 위한 교통비

민간 7,785
공공 4,972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비용 4,247

표 7수두 예방접종 비용 변수 및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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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편익의 정의 및 계산

예방접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benefit)이란 예방접종 정책으로 인해
피하게 된 질병의 치료비용(avertedcosts)을 의미한다.
편익은 직접편익(directbenefit)과 간접편익(indirectbenefi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직접편익이란 수두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수두 및
수두합병증의 입원,외래 진료비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고려하여 직접치료비로
산출하였고,간접편익은 수두의 이환과 수두 합병증의 발생으로 인한 교통비,
시간비용,수두로 인한 사망에 따른 사회적 가치 손실을 산출하였다.비용과
마찬가지로 편익에 사용된 값들은 모두 2007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였다.

1)직접편익

직접편익은 수두 예방접종으로 인해 감소되는 수두 질병의 치료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직접편익은 건강보험통계자료(2007)를 이용하여 수두의
질병코드 인 ICD10의 B01군을 대상으로 단순수두(B01.9),수두성 수막염(B01.0),
수두성 뇌염,수두후 뇌염,수두성 뇌척수염(B01.1),수두성 폐렴(B01.2),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B01.8)의 입원과 외래 치료비를 계산하여 수두 예방접종
전략에 따라 감소되는 치료비용으로 산출하였다.
수두질병의 진료비는 입원, 외래, 약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총

진료비(TreatmentAmount)를 진료실 인원(Patients)으로 나눈 값을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였다.입원 시에 소요되는 약제비는 일괄 병원 측에 지급되므로,
건강보험에 청구된 약국 진료비는 외래 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가정하여 외래치료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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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보험 청구 자료에는 비급여 부문이 빠져있으므로 총 급여 의료비에
건강보험공단의 ’2006년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재산출하였다.외래의 경우 대부분
수두 예방접종과 치료는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총 의료비의
6.8%(의원)의 비용이 비급여이고,입원은 의료기관 종별 입원비율을 알 수 없어
총 의료비의 21.7%(종별 평균)의 비용이 비급여라 생각하여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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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군 전 연령 0~1세 2~4세 5~11세 12~19세

입원

환자 수
(명) 2,110 288 260 460 219

총 진료비
(1,000원) 1,446,004 170,930 143,155 257,688 149,762

1인당 진료비
(원/명) 685,310 593,508 550,596 560,191 683,846

외래

환자 수
(명) 200,613 14,634 61,373 107,973 8,206

총 진료비
(1,000원) 4,604,048 371,845 1,336,578 2,423,767 218,230

1인당 진료비
(원/명) 22,950 25,410 21,778 22,448 26,594

약국

환자 수
(명) 184,936 13,285 57,216 99,629 7,410

총 진료비
(1,000원) 3,091,529 179,811 835,168 1,646,689 177,833

1인당 진료비
(원/명) 16,717 13,535 14,597 16,528 23,999

표 8수두 건강보험 급여비용

자료원 :건강보험공단통계자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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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직직접접접편편편익익익
===수수수두두두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입입입원원원 치치치료료료비비비용용용 감감감소소소 +++수수수두두두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외외외래래래 치치치료료료비비비용용용 감감감소소소

수수수두두두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입입입원원원 치치치료료료비비비용용용 감감감소소소
=미접종시 수두 입원 치료비용-전략별 수두 입원 치료비용
입원 치료비용 =입원으로 인한 총 진료비÷입원 환자수

수수수두두두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외외외래래래 치치치료료료비비비용용용 감감감소소소
=미접종시 수두 외래 치료비용-전략별 수두 외래 치료비용
외래 치료비용 =외래로 인한 총 진료비÷외래환자 수

연령군 1인당 급여 입원비(원) 비급여 비율 1인당 입원 진료비(원)
0～1세군 593,508 0.217 722,299
2～4세군 550,596 0.217 670,075
5～11세군 560,191 0.217 681,752
12～19세군 683,846 0.217 832,241

표 9수두로 인한 입원 직접 비용

연령군 1인당 급여 외래비(원) 비급여 비율 1인당 외래 진료비(원)
0～1세군 38,945 0.068 41,593
2～4세군 36,375 0.068 38,848
5～11세군 38,976 0.068 41,627
12～19세군 50,070 0.068 54,033

표 10수두로 인한 외래 직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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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접편익

간접편익은 조기사망,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수두 치료를 위한 교통비,
보호자의 시간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두환자 60,000명당 1명이 사망한다고 보고 있으나(CDC,2007),

국내에서 수두로 인한 사망과 장애는 보고된 자료가 없고,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수두로 인한 사망과 장애로 인한 환자의 노동력 손실은 편익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두치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는 간접비용 산출과 마찬가지로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적용하였다.외래는 대부분 의원을 방문하였을 것이고,
입원은 종합병원과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입원 시 종합병원과 병원의
이용 정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종합병원 편도 교통비 3,300원과 병원급 편도
교통비 2,855원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외래 교통비는 외래 방문시마다 왕복
교통비가 소요되지만,입원 시에는 입원할 때 편도 교통비와 퇴원할 때
편도교통비만을 고려하였다.
수두치료를 위한 시간비용은 환자가 소아와 청소년일 경우는 보호자의

시간비용,환자의 성인일 경우 본인의 시간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하지만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노동력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은 없으므로,두
가지 모두 성인 1명의 노동력 손실에 의한 기회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다.
수두치료를 위한 시간비용도 간접비용 추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제활동참가율 0.722를 곱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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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간접접접편편편익익익 ===입입입원원원 간간간접접접비비비용용용 +++외외외래래래 간간간접접접비비비용용용

입입입원원원 간간간접접접비비비용용용 ===입입입원원원 교교교통통통비비비 +++입입입원원원 인인인한한한 작작작업업업손손손실실실 비비비용용용

입입입원원원교교교통통통비비비 ===입입입원원원 편편편도도도교교교통통통비비비 ×××222×××교교교통통통물물물가가가지지지수수수(((111...888666222)))
입원 편도교통비 =(종합병원 편도교통비+병원 편도교통비)÷2

=(3,300원 +2,855원)÷2=3,078원

입입입원원원 작작작업업업손손손실실실비비비용용용 ===입입입원원원 일일일수수수 ×××111일일일 임임임금금금
입원일수 =총 방문일수 ÷총 환자 수
1일 임금 =월평균 임금 ×경제활동참가율 ÷월평균 근로일수

=2,130,000원/월 ×0.722÷30.4일/월
=50,587원/일

외외외래래래 간간간접접접비비비용용용 ===외외외래래래 교교교통통통비비비 +++외외외래래래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작작작업업업손손손실실실 비비비용용용

외외외래래래교교교통통통비비비 ===외외외래래래일일일수수수 ×××왕왕왕복복복 교교교통통통비비비 ×××교교교통통통물물물가가가지지지수수수(((111...888666222)))
외래일수 =총 방문일수 ÷총 환자 수
왕복교통비(의원)=4,180원
∴ 외래교통비 =2.31일 ×4,180원 ×1.862=111777,,,999777999원원원

외외외래래래 작작작업업업손손손실실실비비비용용용 ===외외외래래래 일일일수수수 ×××외외외래래래 소소소요요요시시시간간간 ×××시시시간간간당당당 비비비용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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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군 편도
교통비

총총총
교교교통통통비비비

입원
일수

1일
임금

총총총
작작작업업업손손손실실실
비비비용용용

총총총
비비비용용용

0～1세군 3,078 111111,,,444666222 5.93 50,587 333000000,,,000000999 333111111,,,444777111
2～4세군 3,078 111111,,,444666222 6.28 50,587 333111777,,,777222555 333222999,,,111888888
5～11세군 3,078 111111,,,444666222 5.97 50,587 333000111,,,888777222 333111333,,,333333555
12～19세군 3,078 111111,,,444666222 6.40 50,587 333222333,,,888444999 333333555,,,333111222

표 11수두로 인한 입원 간접비용
(단위:원,일)

연령군 외래
일수

편도
교통비

총총총
교교교통통통비비비

외래
소요시간

시간당
임금

총총총
작작작업업업손손손실실실
비비비용용용

총총총
비비비용용용

0～1세군 2.33 4,180 111888,,,111777333 0.55 7,767 999,,,999777555 222888,,,111444888
2～4세군 2.06 4,180 111666,,,000555000 0.55 7,767 888,,,888000999 222444,,,888666000
5～11세군 2.16 4,180 111666,,,888333999 0.55 7,767 999,,,222444222 222666,,,000888111
12～19세군 2.23 4,180 111888,,,999555777 0.55 7,767 111000,,,444000555 222999,,,333666222

표 12수두로 인한 외래 간접비용
(단위:원,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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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편익

위 과정을 근거로 2007년부터 20년간 수두예방접종으로 회피 가능한 편익을
발생환자 수를 근거로 산출한다.

수수수두두두 예예예방방방 총총총편편편익익익 ===연연연령령령별별별 입입입원원원(((사사사망망망)))환환환자자자의의의 편편편익익익 +++외외외래래래환환환자자자의의의 편편편익익익

=== ∑
n

i=1
EEEiii×××NNN×××(((111+++rrr)))---nnn +++ ∑

n

i=1
FFFiii×××MMM ×××(((111+++rrr)))---nnn

Ei:전략별 i번째 년도 연령별 입원환자 발생건수 차이
Fi:전략별 i번째 년도 연령별 외래환자 발생건수 차이
N:입원환자의 질병상태별,연령별 비용단가(직접비용+간접비용)
M :외래환자의 질병상태별,연령별 비용단가(직접비용+간접비용)
r:할인율,0.00
n:할인기간,1,2,3,…,20번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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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군
직접비용 간접비용

총총총 비비비용용용
급여 비급여 교통비 시간비용

0～1세군 593,508 128,791 11,462 300,009 111...000333333,,,777777000
2～4세군 550,596 119,479 11,462 317,725 999999999,,,222666333
5～11세군 560,191 121,561 11,462 301,872 999999555,,,000888777
12～19세군 683,846 148,395 11,462 323,849 111,,,111666777,,,555555333

표 13수두로 인한 입원 총 질병비용
(단위:원)

연령군
직접비용 간접비용

총총총 비비비용용용
급여 비급여 교통비 시간비용

0～1세군 38,945 2,648 18,173 9,975 666999,,,777444111
2～4세군 36,375 2,473 16,050 8,809 666333,,,777000888
5～11세군 38,976 2,651 16,839 9,242 666777,,,777000888
12～19세군 50,070 3,963 18,957 10,405 888333,,,333888555

표 14수두로 인한 외래 총 질병비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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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민민민감감감도도도 분분분석석석

공공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동 상황이 발생하며 각종
위험요소가 있다.이처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분석이라고 한다(김동건,2004).
본 연구에서는 수두 백신의 효능과 예방접종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수두 백신의 효능 :1차 84.5%/2차 94.83%
(2)예방접종률 :1차 87.8%/2차 87.8%,1차 98.1%/2차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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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수수수두두두 환환환자자자 수수수 추추추정정정 결결결과과과

수두 예방접종 정책별 향후 20년간 수두 환자 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두 예방접종 사업을 미실시할 경우 2007년 출생코호트 449,027명 중
2007~2026년까지 총 369,098명의 수두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2~15개월에 수두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는 전략 1(1차 접종률 87.8%)의 경우
70,696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12~15개월과 4~6세에 수두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는 전략 2(1차 접종률 87.8%,2차 접종률 51.7%)의 경우
20년간 수두 환자 수는 34,253명이였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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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차/2차
접종률)

연도

미접종
(0%/0%)

전략 1
(87.8%/0%)

전략 2
(87.8%/51.7%)

2007 79 79 79
2008 439 439 439
2009 46,658 33,962 28,435
2010 18,544 2,628 2,377
2011 72,517 161 95
2012 24,712 451 38
2013 35,088 3,016 13
2014 32,729 14,603 6
2015 31,252 8,275 4
2016 34,219 1,758 5
2017 31,752 876 13
2018 32,429 1,387 68
2019 1,151 177 26
2020 1,114 626 505
2021 1,100 516 1,400
2022 1,074 174 230
2023 1,072 105 36
2024 1,059 172 22
2025 1,059 491 57
2026 1,052 799 403
계 369,098 70,696 34,253

표 15향후 20년간 수두 환자 발생 수 추정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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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대안별 향후 20년간 수두 환자 발생 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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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비비비용용용---편편편익익익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가.수두 예방접종 비용 산출 결과

2007년 출생 코호트가 전략에 따라 소요되는 총 예방접종 비용의 산출 결과는
표 15와 같다.접종 대상 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추정인구를 사용하여 1차
접종(12~15개월)은 2008년 1세 인구를,2차 접종(만 4~6세)은 2012년 5세 인구를
사용하였다.전체 예방접종 대상자 중 예방접종률을 이용하여 실제 접종인원을
산출하였고,공공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분담률에 따라 건당
접종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곱하여 총 접종비를 계산하였다.그 결과 1회
접종하는 전략 1은 총 14,220,589,437원이 소요되었고,2회 접종하는 전략 2는
총 22,529,920,643원이 소요되었다.

구분
전략 1(1회 접종) 전략 2(2회 접종)

1차 1차 2차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비용 3,169,472,61111,051,116,8263,169,472,61111,051,116,826 1,851,976,516 6,457,354,690

합계 111444,,,222222000,,,555888999,,,444333777
14,220,589,437 8,309,331,206

222222,,,555222999,,,999222000,,,666444333

표 16수두 예방접종 비용 산출 결과
(단위:명,%,원)

*접종대상 수 :통계청(http://kosis.nso.go.kr)2008년,2012년 추정인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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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두 치료비용 산출 결과

수두 예방접종사업의 편익을 계산하기 위한 수두 치료비용 산출 결과는
대안별로 표 16,17,18과 같다.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년간
총 25,873,761,772원이 수두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수두 1회 접종 시
4,716,363,101원,수두 2회 접종 시 2,254,488,265원이 수두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구분 0~1세군 2~4세군 5~11세군 12~19세군
총 환자 수 519 137,718 222,181 8,681
입원율 1.54 0.35 0.33 1.68
입원비용
입원 환자 수 8 482 733 146
1인당 입원비용 1,033,771 999,263 995,087 1,167,553
총 입원비용 8,258,311 481,657,943 729,595,289 170,269,116

외래 비용
외래환자 수 511 137,236 221,448 8,535
1인당 외래비용 69,741 63,708 67,707 83,395
총 외래비용 35,620,020 8,743,033,64614,993,570,234 711,757,214

총 비용
43,878,331 9,224,691,58915,723,165,523 882,026,330

222555,,,888777333,,,777666111,,,777777222

표 17수두 치료비용 산출 결과 1(미접종시)
(단위 :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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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세군 2~4세군 5~11세군 12~19세군
총 환자 수 519 36,751 30,366 3,059
입원율 0.154 0.035 0.033 0.168
입원비용
입원 환자 수 1 13 10 5
1인당 입원비용 1,033,771 999,263 995,087 1,167,553
총 입원비용 825,831 12,853,511 9,971,690 6,000,961

외래 비용
외래환자 수 518 36,739 30,356 3,054
1인당 외래비용 69,741 63,708 67,707 83,395
총 외래비용 36,121,435 2,340,528,877 2,055,341,563 254,709,233

총 비용
36,947,266 2,353,392,388 2,065,313,253 260,710,194

444,,,777111666,,,333666333,,,111000111

표 18수두 치료비용 산출 결과 2(전략 1)
(단위 :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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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세군 2~4세군 5~11세군 12~19세군
총 환자 수 519 30,907 148 2,680
입원율 0.154 0.035 0.033 0.168
입원비용
입원 환자 수 1 11 0 5
1인당 입원비용 1,033,771 999,263 995,087 1,167,553
총 입원비용 825,831 10,809,358 48,625 5,256,064

외래 비용
외래환자 수 518 30,896 148 2,675
1인당 외래비용 69,741 63,708 67,707 83,395
총 외래비용 36,121,435 1,968,312,209 10,022,446 442,092,297

총 비용
36,947,266 1,979,121,567 10,071,071 228,348,361

222,,,222555444,,,444888888,,,222666555

표 19수두 치료비용 산출 결과 2(전략 2)
(단위 :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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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용-편익 분석 결과

지금까지 산출된 수두 예방접종 비용과 수두 치료비용을 이용하여 전략별
편익-비용비와 순편익을 산출하였다.전략 1과 전략 2모두 미접종과 비교 시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접종과 비교 시 전략 1은 수두 1회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 총 30만 명이 수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이로 인해 212억의
수두 치료비용을 감소시켰다.편익-비용비가 1.49로 나타났으며 순편익은 69억
발생하였다.미접종과 비교 시 전략 2는 수두 2회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 총
33만 명이 수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236억의 수두 치료비용을 절감시켰으며,
편익-비용비가 1.05,순편익은 109억원 발생하였다.
전략 1과 전략 2를 비교하였을 때 만 4~6세에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1차만 시행하였을 때보다 총 4만 명이 수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이로 인해
25억의 수두 치료비용을 감소시켰다.편익-비용비가 0.30으로 나타났으며
순편익은 -58억 발생하여 1회 접종보다 경제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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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전략 1
(1회 접종)

전략 2
(2회 접종)

수두 환자 수(명) 369,098 70,696 34,253
수두 치료비용(원) 25,873,761,772 4,716,363,101 2,254,488,265
미접종과 비교시
예방되는 수두 건수(명) - 298,402 334,845
수두 예방접종 비용(원)① - 14,220,589,437 22,529,920,643
수두 치료비용 감소(원)② - 21,157,398,670 23,619,273,507
편익-비용비(BCR)③ - 1.49 1.05
순편익(Net-Benefit)④ - 6,936,809,233 1,089,352,864

1회 접종과 비교시
예방되는 수두 건수(명) - - 36,443
수두예방접종비용감소(원)① - - 8,309,331,206
수두 치료비용 감소(원)② - - 2,461,874,837
편익-비용비(BCR)③ - - 0.30
순편익(Net-Benefit)④ - - -5,847,456,369

표 20비용-편익 분석 결과

③편익비용비(BCR)=②수두 치료비용의 감소 /①수두 예방접종 비용 감소
④순편익(Net-Benefit)=②수두 치료비용의 감소 -①수두 예방접종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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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민민민감감감도도도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가.예방접종 효능 민감도 분석

예방접종 효능을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1차는 80.7%,
2차는 94.15%를 적용하였고,이 값은 기존 수두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의
평균값이다.민감도 분석에서는 평균값 이외의 중위값을 이용하여 계산해보았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 논문 분석 결과를 보면 1회 접종의 수두에 대한 방어력에

대한 중위값은 84.5%이고, 2회 접종은 1회 접종에 비해 3.3배 환자발생이
감소한다고 한다.따라서 1회 접종의 수두에 대한 방어력은 중위값은 84.5%를
적용하였고,2회 접종은 1회 접종시 환자 발생 수(100-84.5)에 3.3을 나누어 2회
접종의 환자 수(5.17)를 산출한 다음 전체 인구에서 환자 수를 뺀
나머지(100-5.17=94.83)는 수두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94.83%를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방접종 효능을 1차는 84.5%,2차는 94.83%로 했을 때 20년간 향후 발생하는

수두 환자 수는 각각 64,831명,33,790명으로 나타났다(표 21).경제성 분석 결과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 효능과 관계없이 기본연구와 같지만,수두 환자
발생수가 감소하였으므로,수두 치료비용은 1회 접종시 216억,2회 접종시 237억
감소하였다.미접종시와 비교시 1회 접종의 편익비용비는 1.52,2회 접종의
편익비용비는 1.05로 기본연구와 큰 차이는 없었다.1회 접종과 2회 접종을
비교하였을 때 편익비용비는 0.26으로 예방접종 효능을 더 낮게 보았던 기본연구
결과인 0.30보다 오히려 낮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났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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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차/2차
접종률)

연도

미접종
(0%/0%)

전략 1
(87.8%/0%)

전략 2
(87.8%/51.7%)

2007 79 79 79
2008 439 439 439
2009 46,658 33,702 30,769
2010 18,544 2,515 2,365
2011 72,517 130 100
2012 24,712 275 25
2013 35,088 1,266 2
2014 32,729 7,998 0
2015 31,252 11,585 0
2016 34,219 3,262 0
2017 31,752 965 0
2018 32,429 687 0
2019 1,151 42 0
2020 1,114 158 0
2021 1,100 546 0
2022 1,074 528 0
2023 1,072 191 0
2024 1,059 95 0
2025 1,059 109 0
2026 1,052 258 10
계 369,098 64,831 33,790

표 21예방접종 효능 변화에 따른 수두 환자 발생 수 민감도 분석
(예방접종 효능 1차 84.5%/2차 94.83%)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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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전략 1
(1회 접종)

전략 2
(2회 접종)

수두 환자 수(명) 369,098 64,831 33,790
수두 치료비용(원) 25,873,761,772 4,299,617,197 2,167,786,071
미접종과 비교시
예방되는 수두 건수(명) - 304,267 335,308
수두 예방접종 비용(원)① - 14,220,589,437 22,529,920,643
수두 치료비용 감소(원)② - 21,574,144,575 23,705,975,701
편익-비용비(BCR)③ - 1.52 1.05
순편익(Net-Benefit)④ - 7,353,555,138 1,176,055,058

1회 접종과 비교시
예방되는 수두 건수(명) - 31,041
수두예방접종비용감소(원)① - 8,309,331,206
수두 치료비용 감소(원)② - 2,131,831,126
편익-비용비(BCR)③ - 0.26
순편익(Net-Benefit)④ - -6,177,500,080

표 22예방접종 효능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 민감도 분석
(예방접종 효능 1차 84.5%/2차 94.83%)

③편익비용비(BCR)=②수두 치료비용의 감소 /①수두 예방접종 비용 감소
④순편익(Net-Benefit)=②수두 치료비용의 감소 -①수두 예방접종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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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방접종률 민감도 분석

전략 2에 대하여 1차와 2차 예방접종률을 기본 87.8%,51.7%에서 각각 87.8%,
87.8%와 98.1%,58.0%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2차 접종을 1차 접종률인
87.8%와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수두 환자 수는 32,253명으로 감소하였다.
접종률을 기억에 의한 MMR접종률과 같이 1차 98.1%,2차 58.0%로 변화시켰을
때 수두 환자 수는 32,936명으로 1,2차 모두 87.8%의 접종률을 유지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환자 발생이 늘어났다(표 23).
경제성 평가에서 예방접종률을 1,2차 모두 87.8%로 가정하였을 때,예방접종

비용은 283억이 소요되었고,수두 치료비용 감소효과는 238억이었으며,
편익비용비는 0.84,순편익은 -45억으로 기본 전략보다 경제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예방접종률을 1차 98.1%,2차 58.0%로 높였을 때는 예방접종 비용은
252억이 소요되었고,237억의 수두 치료비용이 감소하였다.편익비용비는 0.94,
순편익은 -15억으로 접종률이 1,2차 모두 87.8%였을 때보다 그 폭은 작지만,
기본 전략보다 오히려 경제성은 떨어졌다.
1회 접종하는 전략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예방접종률을 1,2차 모두 87.8%로

가정하였을 때,예방접종 비용은 141억이 더 소요되었고,수두 치료비용
감소효과는 26억이었으며,편익비용비는 0.19,순편익은 -115억으로 경제적이지
못한 전략으로 나타났다.예방접종률을 1차 98.1%,2차 58.0%로 높였을 때는
예방접종 비용이 110억 더 소요되었고,수두 치료비용은 26억 감소하여
편익비용비 0.23,순편익 -84억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1회 접종보다
비용편익적이지 못하였다(표 24).



- 63 -

전략
(1차/2차
접종률)

연도

기본
(87.8%/51.7%)

민감도 1
(87.8%/87.8%)

민감도 2
(98.1%/58.0%)

2007 79 79 79
2008 439 439 439
2009 28,435 28,435 27,526
2010 2,377 2,380 2,365
2011 95 128 116
2012 38 43 63
2013 13 2 25
2014 6 0 12
2015 4 0 7
2016 5 0 8
2017 13 0 14
2018 68 0 58
2019 26 0 17
2020 505 0 275
2021 1,400 0 1,352
2022 230 0 402
2023 36 0 52
2024 22 0 19
2025 57 1 23
2026 403 756 83
계 34,253 32,263 32,936

표 23예방접종률 변화에 따른 수두 환자 발생 수 민감도 분석
(예방접종률 87.8%/87.8%,98.1%/58.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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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민감도 1 민감도 2
1차/2차 접종률 87.8/51.7 87.8/87.8 98.1/58.0

수두 환자 수(명) 34,253 32,263 32,936
수두 치료비용(원) 2,254,488,265 2,085,883,473 2,160,610,071
미접종과 비교시
예방되는 수두 건수(명) 334,845 336,836 336,163
수두 예방접종 비용(원)① 22,529,920,643 28,331,987,500 25,210,716,531
수두 치료비용 감소(원)② 23,619,273,507 23,787,878,299 23,713,151,700
편익-비용비(BCR)③ 1.05 0.84 0.94
순편익(Net-Benefit)④ 1,089,352,864 -4,544,109,201 -1,497,564,831

1회 접종과 비교시
예방되는 수두 건수(명) 36,443 38,433 37,760
수두예방접종비용감소(원)① 8,309,331,206 14,111,389,063 10,990,127,094
수두 치료비용 감소(원)② 2,461,874,837 2,630,479,629 2,555,753,030
편익-비용비(BCR)③ 0.30 0.19 0.23
순편익(Net-Benefit)④ -5,847,456,369 -11,480,918,434 -8,434,374,064

표 24예방접종률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 민감도 분석
(예방접종률 87.8%/87.8%,98.1%/58.0%)

③편익비용비(BCR)=②수두 치료비용의 감소 /①수두 예방접종 비용 감소
④순편익(Net-Benefit)=②수두 치료비용의 감소 -①수두 예방접종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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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111...고고고찰찰찰

우리나라에서 수두 2회 접종 도입을 고려하기 위한 수두 2회 접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기존에 국외와 국내에서 보고되는 수두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3~6세를 정점으로 하여 가장 수두가 많이 발생하고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하지만 본 연구의 환자 수 추계 결과에
살펴보면 2~4세에 수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는 하나,그 이후에도 작은 규모의
수두 발생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어 나타난다.이는 Bisson의 수두 환자 추 추계
모형이 개인적 접근이 아니라 타인에 수두 감염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모두
고려하여 규모가 작은 수두 유행이 인구 집단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까지를 모두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연령별
발생을 절대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코호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두
발생 패턴을 살펴본 것이므로 기존의 연령별 수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sson모형에 적용한 예방접종 효능 및 감염력 변수는

모두 외국 연구결과 값을 사용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연구에서 변수 값을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환자 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선행된 미국과 캐나다,영국 등의 수두 예방접종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는 실제
전염병 발생 신고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우리나라 전염병 감시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여 수두 발생 자료를 구축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방접종 사업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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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예방접종 비용 추계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크게 소아과개원의

단체에서 발표한 관행수가와 보건소 백신 납품 가격이다.민간 병의원에서 수두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35,000원의 비용이 들고,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1,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의 예방접종
분담률은 40:60으로 보았다.현재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예방접종 비용의 차이가
클 경우 국가 예방접종 정책 방향에 따라 예방접종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주요 선진국에서 예방접종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재의
성격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예방접종 사업 변화에 따라 수두 예방접종 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외국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1회 접종에

대해 경제적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수두 1회 접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1999년 출생 코호트 62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 70%,
백신 효능 90%,할인율 5%를 적용하여 편익비용비가 1.83,순편익이 144억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오진경,2002).미국에서 시행된 2회 접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미접종과 비교하였을 때 2회 접종의 편익비용비는
2.73이었으나,1회 접종에 비해 편익비용비가 0.56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hou,2008).본 연구에서는 수두 비용편익 산출 결과 1회 접종은
편익비용비가 1.49로 선행된 수두 경제성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2회
접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미접종과 비교할 경우 편익비용비 1.05,1회
접종과 비교할 경우 0.30으로 값의 차이는 있었으나,미국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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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에 비해서는 경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기존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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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비용의 과소추계의 문제이다.일반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관리비용을
예방접종 비용에 포함시켜 계산한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두로
인한 이상반응 건수가 매우 적고,중증도 역시 낮아 비용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둘째,편익의 과소추계의 문제이다.수두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수두 치료비용에는 사망과 장애로 인한 비용까지 포함시켜 산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망의 경우 사례 당 비용이 크게 경제성 평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적은 사례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수두로 인한 사망과 장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일반적으로
수두는 중증도가 낮은 질병이며 국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사례가 빈번하지
않은 이유에서 편익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예방접종 효능 변수가 모두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군집면역

수준과 인종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환자 수 추계를 위해 이용한 Brisson
모델에서 예방접종 효능에 다양한 변수 값을 대입하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집단의 입장에서 미래의 환자를 예측하였다.하지만 이때 사용한 변수들이 모두
미국과 캐나다의 값이므로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 발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넷째,경제활동 참가율 적용의 문제점이다.경제활동 참가율이란 해당 연령에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본 연구에서는 평균 임금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하여 보호자의 시간비용을 산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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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경제활동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노동자의 시간비용을 0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할인율을 0%로 적용한 제한점이 있다.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화를 현재가치로 변화시켜 비교해 보기 위한 필수적
항목이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특성상 비용과 편익 모두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즉 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모값과
분자값에 모두 할인율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의미가 상쇄될 것이라는 판단하여
0%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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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결결결론론론

우리나라에서의 수두 환자 발생을 추정하여 향후 20년간 수두 예방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수두 예방접종 횟수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였다.Bisson의 수두 환자 수 추계 모형을 이용하여 2007년 출생코호트
449,027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수두 발생을 추정한 결과 접종 전략에 따라 미접종
시에는 369,098명,1회 수두 예방접종 시에는 70,696명,2회 수두 예방접종 시에는
34,25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률을 87.8%로 보고 1회 수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을 때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약 30만 명의 환자 발생이 예방되고 142억의 수두 치료비용이
절감된다.1회와 2회 접종률을 같은 시기에 접종하는 MMR백신과 같이 87.8%,
51.7%로 봤을 때 한번 접종할 경우보다 두 번 접종할 경우 4만 명의 수두 환자가
줄고,25억의 수두 치료비용이 감소하나,오히려 예방접종 비용은 83억 증가하여
편익비용비가 0.30으로 경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방접종률을
조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도 기존 결과와 마찬가지로 2회 접종은 1회
접종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수두로 인한 질병비용 감소만을 편익에 포함시킨 것으로 기타

수두로 인한 불편감 감소,건강 효과와 같은 효용가치를 모두 고려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경제성 평가는 모든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경제적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시대와 정책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따라서 경제성 평가는 정책
대안 결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 일뿐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2회 수두
예방접종정책 도입 여부는 우리나라의 수두 유행 상황과 국가 예방접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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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결정 되어져야 한다.
향후 수두 예방접종 사업 평가와 2회 접종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수두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수두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
수두로 인한 장애와 사망에 대한 연구,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두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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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st-BenefitAnalysisofVaricellaVaccinationof2-doses

Sun-KyoungPark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ye-YoungKang,PhD)

Despitethefactthatvaricellaisacontagiousdiseasewithstronginfectivity,
itwaslistedasalegalcommunicabledisease,anddesignatedasNIP(National
ImmunizationProgram)onlyin2005.Presently,itisrecommendedthatinfants
aretobevaccinatedonetimewhentheyare12-to-15-montholdinKorea.
However,intheUnitedStates,itisrecommendedthattheinfantsgetfirst
atage12to15months,andthesecondvaccinationbetweenfourandsix
yearsofagefrom June2006,forvaricellahasprevailedevenafterone-time
vaccination.InKorea,therelacksabasistoconsiderintroductionofthesecond
vaccination,duetoinsufficientevaluationofeconomicalefficiencyinrelation
tovaricellavaccination.Therefore,thisresearchaimsatevaluatingwhich
businessstrategywouldhaveahighereconomicalefficiencybyanalyzing
cost-benefitofthesecondvaricellavaccination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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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cellavaccinationstrategywasdividedintoone-timevaccinationstrategy
(forinfantsatage12to15months)andtwo-timevaccinationstrategy(for
infantsatage12to15months,alsotoddlersbetweenfourandfiveyears
ofage).Eachstrategy’scostandbenefitwasspecifiedandthenconverted
intomonetaryvalue.Andthisvaluewascomparedtotheonederivedfrom
thecaseofnon-vaccination.Thecomparisonswerealsomadebetweenthe
twostrategies.
Toanalyzethecost-benefitofvaricellavaccination,cohortofinfantsborn

in2007wasselected,andthecostsofvaricellavaccinationthatwouldbe
accruedforthenext20yearsandthebenefitsthatwouldbeabletoobtain
throughpreventionofoccurrenceofvaricellawerecomparedbyusinga
decision-makingmodel.Directandindirectexpensesofthevaricellavaccination
werecalculatedbydividingthemintotheportionforcivilianmedicalinstitution
(60%)andforpublicmedicalinstitution(40%).Vaccinecostsandthevalue
related tomedicalpracticewereincluded in thedirectexpense,and
time-consumingcostsandtransportationexpensesthatwouldincurwhen
visitingamedicalinstitutionwereincludedintheindirectone.Tofigure
outbenefitsthatmaybegainedthroughvaricellavaccination,itisnecessary
topredictthenumberofpatientswouldoccurforthenext20years.A
mathematicalmodelbasedonthedifferentialequationdevelopedinCanada
wasusedasthepredictionmodelfornumberofpatients.Andtheoccurrence
ofpatientsbeingpredictedforthenext20yearswhenvaccinationhasnot
been performed,when one-timeand two-timevaccinationshave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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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wereestimatedrespectively.Andbenefitswerecalculatedby
multiplyingthenumberofpatientsthatcalculatedbythetreatmentexpense
perpatientinfectedwithvaricella.Benefitswerecalculatedbydividingthem
intodirectbenefitsandindirectbenefits.Expenseforhospitalization,aswell
astheexpensetovisitahospitalasanoutpatientwasincludedinthedirect
benefits,andtransportationexpensesandtime-consumingcoststotreat
varicellawereincludedintheindirectones.
Theresultsfrom estimationofthepatientsforthenext20yearsbythe

varicellavaccinationstrategyasfollows:whenvaricellavaccinationproject
hasnotbeenperformed,total369,098patientswouldoccuramong449,027
youngchildren-thecohortofinfantsbornin2007,upuntil2007to2026.
Incaseofstrategy1(therateoffirstvaccination,87.8%)thatperformsone-time
vaccinationagainstvaricellafor12-to-15-monthbaby,itwaspredictedthat
70,696patientswouldoccur,andincaseofstrategy2(thefirstvaccination
rate,87.8%;thesecondvaccinationrate,51.7%)thatperformstwo-time
vaccinationatage12to15months,andalsobetweenfourandsixyears
ofage,thenumberofpatientswas34,253.
Theresultsfrom predictionofthenumberofpatients,givingchanges

intherateofvaccinationwereasfollows.Whenassumingthesecondvaccination
ratewassameasthefirstone,thenumberofpatientswasreducedto32,253.
Whenchangingthevaccinationrate,likeMMRvaccinationratebymemory,
into98.1%forthefirstvaccination,andinto58.0%forthesecondone,the
numberofpatientswas32,936,andthepatienceoccurrencewasrather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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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whenthevaccinationratewasmaintainedat87.8%forbothfirstand
secondvaccination.
Incasethatthecohortofinfantsbornin2007arevaccinatedonetime,

total14.2BillionWonshallberequiredfortheirvaccination,andincase
thatvaccinationisperformedtwotimes,total22.5BillionWonshallberequired.
Whencomparingtonon-vaccination,total300thousandpeoplecouldbe
vaccinatedagainstvaricellaunderone-timevaccinationstrategy.Forthisreason,
varicellatreatmentexpenseof21.2BillionWonwasreduced.Theratioof
benefit-costwas1.49,andnetbenefitwas6.9BillionWon.Whencomparing
tonon-vaccination,total330thousandpeoplewereimmunetovaricellaowing
tothetwo-timevaccinationstrategy.Asaresult,itcutsdownvaricellatreatment
expensesof23.6BillionWon.Theratioofbenefit-costwas1.05,andnetbenefit
was10.9BillionWon.Inotherwords,one-timeandtwo-timevaccination
strategybothshowedmorecostbeneficialthanthecaseofnon-vaccination.
Whencomparingthetwostrategies,incaseofperformingthesecond

vaccinationatagefourtosixyears,totalfourMillionpeoplemorethanthat
ofone-timevaccinationcouldbeimmunetovaricella.Becauseofthis,the
varicellatreatmentexpenseof2.5BillionWonwasdecreased.Theratioof
benefit-costwas0.30,andthenetbenefitwas-5.8BillionWon,andthisindicates
thattwo-timevaccination islesseconomicalefficiency than one-time
vaccination.
Inconclusion,performanceofvaccinationagainstvaricellainKoreashowed

economicalefficiency,however,two-timevaccinationindicatedthatthe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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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otgreaterthantheportionoftheincreaseofexpenses.Therefore,the
introductionoftwo-timevaccinationshallbecarefullydeterminedconsidering
theprevalenceofvaricellainKorea,andchangesinnationalvaccina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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