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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 암관리사업 중 하나로 국가 암검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에 대한 비용-효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비용-효과 분석은 ‘효

율’에 초점을 두고 암 검진에 대해 평가를 하였지만, 지역별 ‘불형평’

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불형평을 고려한 분배적 비용 효과방법론은 

2014년 영국 York 대학교의 Centre for Health Economics(CHE)에서 소개

하였다. 국내에서 CHE 방법론을 참고하여 Atkinson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ICER)를 만들어 건강격차를 고려한 대장암 검

진의 비용-효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외에서 불형평을 고려한 

자궁경부암 검진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점과 지역별 수검률 격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자궁경부암 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의 분배

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콥 코호트 시뮬레이션(Markov cohort simulation) 모

형을 이용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효과 단위는 질보정

수명(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이고, 관점은 생산성 손실 비용

을 제외한 직접의료비, 간접의료비, 그리고 간병비용을 고려한 제한적 사

회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1) 2016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기준에 따라 20세 이상 여성들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세

포검사를 제공하고, 양성일 때 2차 검사를 제공하는 전략(현행) 2) 기존 

전략에서 검진 년마다 국가 평균 사망률보다 높은 시・도에 사는 대상자

들에게 강한 검진 권고 우편을 보내는 전략('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

고') 3) 검진 년에 모든 지역 대상에게 일반 검진 권고 우편을 보내는 전

략('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 4) 검진 년에 모든 지역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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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검진 권고 우편을 보내는 전략('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으

로 구성 된다. 강한 검진 권고 우편과, 일반 검진 권고 우편을 받은 지역

의 대상자들은 비용이 추가되며, 수검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비용: 500, 1000; 효과: 수검률 6%, 12% 향상).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방법을 위해 CHE의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inequality aversion)가 

증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과 가장 덜 불형평한 전략의 지역별 불형평

을 보정한 효과(effect)의 차이를 보는 방법과, Atkinson ICER를 이용하

여 전략의 비용효과성을 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용-효과 분석에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임계값을 국민 1인당 

GDP(2016년 기준, $25,990)로 하였을 때,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전략(ICER: ￦7,361,145), '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전략(ICER: 

￦8,584,172)과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ICER: 

￦11,506,849) 모두 임계값 범위 내였다. 모든 전략 중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불형평을 고려한 분배

적 비용-효과 분석에서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가 증가할 때도,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모든 전략들 중에서 비용 효과적이었다. 

한편, 불형평이 보정된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

진권고'전략이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자궁경부암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역별 수검률의 격차를 고려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존 비용-효과 분석에

서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불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다. 한편, 정책결정자들이 불형평을 고려하며 효과를 극

대화시키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면 전략중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에서 효율과 형평은  궁극적으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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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 불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비용효과분석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

지만, 명확한 국제적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

리나라에 상황에 적용 가능한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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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 연구의 배경

효율(efficiency)과 형평(equity)은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 중간 목표이다. 즉 효율적이고 형평적으로 국민의 건강관련 삶의 질

이 향상되었는가라는 점이다.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종종 어

려움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 측면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거나 더 강조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다(예방의학학회, 

2013)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암환자와 가족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Grunfeld et al, 2004),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 5대 사망원인(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은 상황이

다(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정

부가 보건의료정책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1995). 

국가 5대 암검진 대상중 하나인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 Virus, HPV)감염, 흡연, 성병감염 등이 요인이며, 이 중 HPV 감

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PV 감염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50%가 일생동안 HPV에 감염되며, 가장 흔한 성전파성 질환 중 하

나다(Denny-Smith, Bairan and Page, 2006). HPV 감염 시 특정한 증상 없

이 대부분 무증상으로 1-2년 이내에 자연 소실되지만, 감염이 반복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 HPV 감염 후 암으로 발전하기까

지는 약 15년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자궁경부

암은 전암성병변인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ervical Intraepith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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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lasia; CIN)의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발전하므로, 조기검진은 이 전

암단계를 조기 진단함으로 침윤성자궁경부암의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이

규완 등,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자궁경부암 검진 시

행으로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93%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WHO, 

2003), 실제 미국은 검진사업을 통해 발생률을 50% 감소시켰다

(Flannelly, 2010).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암 발생과 사망

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기적

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이 60% 낮았으며(Jun et al, 2009), 자궁경부

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사망률 저하로 이어져 매년 자궁

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 시켰다고 보고하였다(Shin et al, 2008). 

1999년에 여성 암 중에서 발생률이 3위였던 자궁경부암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현재 발생률이 2012년 기준으로 여성암에서 7위까지 내려갔으며. 

2010년 생산연령층 15-34세와 35-64세에서 발생율 순위 각각 3위 및 5위

를 차지하였지만, 2012년 기준으로 35-64세에서 순위권 5위 밖으로 내려

갔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2014).  

국가 자궁경부암검진은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이었다. 국가 

자궁경부암검진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 효과 지표를 

Life-Years Saved(LYS)로 하고 임계값을 2012년 1인당 Gross Domestic 

Product(GDP)(32,272$ in 2012) 보았을 때, 국가 자궁경부암검진은 비용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7,581,679KW/LYS)(Cho et al, 2013).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국가 암검

진 가이드라인을 위해 2013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과 전문가 암

검진 권고안의 비용효과성을 본 연구가 있었다. 이 때 Quality Adjusted 

Life Year(QALY)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임계값을 3,000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자궁경부 세포검사(Papanicolaou smear cytology, PAP)를 1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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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30세에서 평생 동안 실시하는 전략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

(고민정 등, 2013). 현재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되

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이와 같이 자궁경부암 검진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우리나라 자궁

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의 수검률(66.1%)은 미국(73.8%)과 영국(25-49세: 

79.0%, 50-64세: 77.8%)에 비해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15).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혹은 지

역 상태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수검률의 격차가 컸

는데, 2013년 대전지역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지역이 33.4%로 가

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14). 이런 수검률의 

격차는 건강격차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각 전략별로 검진 대상자들의 건강 격차를 고려한 평가

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정책결정 또는 기획과정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

러 대안이 있는 경우, 사업의 효율성 혹은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 비용-효과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건강보

험심사평가원, 2006). 지금까지 비용-효과 분석은 한정된 자원으로 건강

을 최대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함으로 보건 부문의 의사결정에 근거를 마련

해 주었지만(Drummond, Sculpher and Torrance, 2015), 공평하지 않은 불

형평(unfair inequality)에 대한 고려와(Cookson, Drummond and 

Weatherly, 2009), 어떠한 전략 혹은 개입으로 생기는 건강효과의 사회적 

배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2014년 Centre for Health Economics(CHE)에서 

기존 비용-효과 분석의 틀 내에서 건강의 불형평성 고려하는 분배적 비용

-효과 방법론을 소개하였다(Asaria et al, 2014). 현재 국외에서는 지역, 

인종, 성별에 따른 불형평성을 고려한 영국 국가 대장암 검진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연구가 있으며(Asaria et al, 2014), 국내에서는 CH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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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참고하여 기존 비용-효과 분석의 ICER를 Atkinson ICER로 변환

시켜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Lee and Park, 2015). 하지만 지

역적 불형평을 고려한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자궁경부암 검진의 지역별 수검률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함에 있어 지역별 불형평을 고려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두 방법이 도출하는 결과의 의

미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궁경부암 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전략별 비용효과성을 분

석한다.

둘째, 지역별 불형평을 고려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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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경제성평가

보건의료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관련 의사결정시 항상 선택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양봉민, 1999; 안정훈 등, 2010). 따라서 어떤 

자원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입(비용)과 산출(편익, 효과, 효용)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경제성평가가 유용하다. 경제성평가는 선택적 상황에서 결

정의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결

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비용과 결과 

모두를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교분석방법’이라고 

정의된다(Drummond, Sculpher and Torrance, 2015). 경제성 평가를 위해

서는 비용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측정하며, 성과의 가치를 계산

한 후 비용과 가치를 비교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이후연, 2003). 

경제성 평가 방법에는 결과(outcome)에 따라서 비용-최소화 분석

(Cost-Minimization Analysis, CMA),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비용-효

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 CUA), 총 네 가지 종류가 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6). 비용-효과 분석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다른 분석

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경

제성 분석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된다(안정훈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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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비용-효과 분석은 비교 대안들의 결과 단위가 자연 단위(natural unit)

로 측정되고, 그 단위가 동일한 두 개 대상 대안을 비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위 당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한다. 예를 들면, 무증상 일의 

증가, 질병 발생 건수의 감소, 수명 연장 효과 등 프로그램의 임상적 목

적과 관련된 결과(outcome)가 측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비용

-효과 분석 혹은 비용-효용 분석의 비교 대안 간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

는 최종 결과는, 점증적 비용-효과(효용)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Incremental Cost-Utility Ratio, 

ICUR)로 나타낼 수 있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는 효과 한 단위당 어느 정

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교 대안과 비교한 

비용의 증분(ΔC)을 효과의 증분(ΔE)으로 나누어 구한다(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05).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결과지표를 QALY로 보았지만, CHE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

이라 하겠다.

2) 비용-효용분석(Cost-Utility Analysis, CUA)

비용-효용분석은 비용-효과 분석의 특별한 형태로, 결과(outcome)로서 

질보정수명(QALY)과 같은 삶의 양(quantity) 뿐만 아니라 질(quality)을 

함께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한다(안정훈 등, 2013). 비용-효과 분석은 임

상적 중간산출물(outcome)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비용-효용분석

은 생존연한(life years)에 생존기간의 질을 나타내는 효용가중치

(utility)를 곱해서 얻어지는 QALY를 효과 변수로 사용된다. 비용-효과분

석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을 수명 연장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

의 질 개선이 주요 효과인 치료법의 경우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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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문제점이 있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06). 효용가중치는 완전한 건강을 1.0으로 죽음을 0.0으로 하

여 측정되어진다(안종훈 등, 2010). 예를 들어 완전한 건강상태에서 5년

간 산 다음, 효용가중치 0.5의 건강상태에서 5년을 더 산 사람은 

5×1.0+5×0.5=7.5QALY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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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효과 분석 관련 모형 및 이론

1) 결정분석 모형(Decision Analytic Model)

비용-효과 분석에서 결정분석 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결정분석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체계적 접근법으

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대안들이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분석

하는 방법이다. 결정분석모형에서 각 대안에 따른 결과(건강상태)가 일어

날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한 후, 이들 결과에 따른 비용과 삶의 질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각 대안의 기대비용과 기대결과를 계산하게 된다. 결정

분석 모형에서는 결정수형 모형(decision tree)과 마콥 모형(Markov 

model)이 주로 이용된다(안정훈 등, 2013).

① 결정수형 모형(Decision Tree)

결정수형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자가 내리는 선택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는 의사결정

에 관련된 모든 요소(대안, 확률적 사건, 확률, 최종결과)들이 모형 내에

서 진술된다. 결정마디(decision nodes)는 의사결정자가 하나 혹은 그 이

상의 가능한 경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지점을 지칭한다. 확률마디

(chance nodes)는 의사 결정자의 통제를 넘어선 불확실한 결과(outcome)

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각 확률마디에는 이로부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

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확률(probabilities)이 할당된다. 주어진 확률마디

로부터 나온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며,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사건에 연결

되는데 그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 된다. 그리고 결정수형의 가지 끝에는 

각 경로의 결과(outcome)가 할당하여 분석하게 된다(안정훈 등, 2013).

그러나 사건이 반복되고 예후가 복잡한 경우(만성질환의 경우)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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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수형만으로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건강상태가 

많아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때 모형구조가 너무 복잡해지

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단위가 분명히 정의되지 않아 할인을 하거나 QALY

처럼 생존기간을 보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안정훈 등, 2013). 

② 마콥 모형(Markov Model)

유한한 수의 상호배타적 건강 상태(마콥 상태)를 포함하는 일종의 수학

적 모형인 마콥 모형은, 일정한 시간 주기마다 각 건강 상태에서 다른 건

강 상태로 정해진 확률을 따라서 이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마콥 모형 구축시 건강 상태, 분석주기, 전이확률을 결정해야 한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06).

여기서 건강 상태란 질병 혹은 치료 과정과 관련된 모든 건강 상태로, 

각 상태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하며, 주기(cycle)는 각 건강 상태에서 다

른 건강 상태로의 이전이 일어나는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질병의 특성에 

따라 주기의 길이는 다를 수 있다. 주기 길이는 한 주기 내에서 병리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비용 등이 여러 단계로 변화하지 않을 정도로 충

분히 짧아야 한다. 만성 질환의 경우 1년을 주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짧은 관찰 주기로 장기간 결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과

대평가될 수도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안정훈 등, 2013). 

마콥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사건 발생확률(질병의 전이확률)

이 일정함을 가정하는 ‘마콥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 발생확률(질병의 전이확률)이 변화함을 가정하는 ’마

콥 프로세스 모형(markov process model)이 있다. 모형 분석은 일정한 특

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 시뮬레이션(cohort 

simulation)방법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이확률에 따라 모형에 포함된 

각 건강상태로 시뮬레이션 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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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통해 이루

어진다. 시뮬레이션의 수가 많아지면 코호트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서의 점 추정치는 거의 일치하게 된다(안정훈 등, 

2013).

2) 비용 추정 관련 방법론

① 질병비용

질병비용이란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소모되는 총 자원의 양을 말한다. 

관점에 따라서 포함하는 비용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의 분류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Drummond 등(2015)은 질병발생 이후 치료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비용(direct cost)으로 직접 보건의료비용(병원 및 의사방

문, 약제비, 상담료 등)과 직접적 비보건의료비용(간병비용, 교통비 등)

을 구분하고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의 가치(생산성 비용)를 

간접비로 분류하고 통증, 고통, 삶의 질 하락, 기능상실 등을 무형비용

(intangible cost)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이환이나 사

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을 의미하며, 이환비용 및 사망비용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Maetzel(1997)은 직접비용과 의료이용과정에서 환

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간접비용과 실제 자원 소비는 반영하지 않으나 

보건의료 중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무형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

부분의 분류를 살펴보면 직접비용에 대한 분류에는 차이가 없으나, 간접

비의 분류에는 학자마다 조금은 다른 의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의 분류와 그에 따른 비용의 추산 및 분석 관점에 따른 포함 여부

는 경제성평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금까

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병비용의 분류를 정리해서 이 연구에 사용 할 

비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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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용 분류

의료비

(Medical Cost)

비의료비

(Non-Medical Cost)

직접비용

(Direct Costs)

행위료(진찰, 검사비, 

수술비, 조제비),

의약품비

치료재료비

간병비(유료)

교통비(환자, 가족)

간접비용

(Indirect Costs)

시간비용(방문, 진료, 

가족간병) 

② 할인(Discounting)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에는 일정 시점으로 

그 시점에서 각 비용과 편익들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비교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을 

할인(discounting)이라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

(interest rate)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말한다. 할인은 보통 비

용에만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비용 뿐 아니라 효과/편익에도 할인은 적

용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 적정 할인율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없다. 2006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경제성 평가 지침에

서는 비용과 효과/편익 모두에 할인율 5%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기본

을 제시하고 있고 할인율을 0, 3, 7.5%로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안정훈 등, 2013). 하지

만 이 연구는 CHE의 방법론에 따라 불형평을 보정한 효과를 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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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용에 할인율 1%만 적용하였다.

3.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Distributional 

Cost-Effectiveness Analysis, DCEA)

1) 연구배경

기존의 CEA연구들은 정책 혹은 전략을 평가할 때, 건강 불형평을 고려

하지 않았다.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비용-효과 분석의 도전과제가 되

였으며, 많은 비평 연구들이 불평등을 고려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야 한

다고 제언하였다(Sassi, Archard, and Le Grand, 2001; Weatherly et al, 

2009). 그 후 불형평 가중치 방법(Wailoo, Tsuchiya and McCabe, 2009), 

형평성 제약의 기회비용(Epstein et al, 2007)과 다수준 의사결정기법

(Baltussen and Niessen, 2006)이 개발되었지만, 실제 의사결정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Cookson, Drummond and Weatherly, 2009; Johri and 

Norheim, 2012). 

영국 York대학의 CHE에서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의 사회적 가치 판단(Social Value Judgement)중 3가지 

정의의 원칙(비용효과성, 비차별,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

라 경제성 평가의 틀 내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건강을 최대화 시키는 목적

과 불공평한 건강 불형평성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CHE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은 기존의 비용효과분석처럼 정책 혹은 전략의 시작점부터 종료까지

의 비용 효과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형평 변수에 따른 불공평한 불형

평(unfair inequality)에 정책 및 전략이 영향을 미쳐서 나오는 불형평성

을 보정한 최종 효과를 보는 방법론이다(Asaria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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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혹은 전략의 건강을 증가시키고 건강의 불형평을 감소시키는 상충

관계(trade off) 사례는 3가지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사례1: 효과적이고, 불형평을 감소시키는 정책 혹은 전략

w 이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 불형평을 감소시키

는 “win-win”정책이라고 하며, 비용-효과 분석을 할 필요성이 

없을 수 있다.

사례2: 효과적이고, 불형평을 증가시키는 정책 혹은 전략

w 인구집단의 건강을 많이 매우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불형평을 

증가시킬 가치가 있는 정책.

사례3: 효과적이지 않고, 불형평을 감소시키는 정책 혹은 전략 

w 건강불형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

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경우(따라서, 인구집단의 순 건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사례들을 구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의 불형평을 보정

한 건강을 파악해야하고, 정책이 시행됨으로 기존 사회에 생기는 최종 불

형평을 보정한 건강을 파악해야한다(Cookson, 2013).

2)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틀의 목적

CHE에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을 연구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Cookson, 

2013). 

1. 비용-효과 분석가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건강 불형평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

다.

2. 비용-효과 분석가들이 다른 의사 결정자 및 이해 관계자에 의해 정

의되는 건강 불형평에 대한 다른 가치판단을 조정하는 것을 돕는다.

3. 건강 불형평을 기존 비용-효과 분석 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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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연구 방법들을 통합한다.

3)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방법

CHE 방법론에 따르면 정책 의사결정자들 혹은 우리는 효과적이고 불형

평을 증가시키는 정책들 중에서 한 정책을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을 우

리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inequality aversion)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가 낮을 때 불형평이 있더라도 조

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며, 회피도가 높을 때 조금 더 효과적

이더라도 불형평성이 적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를 적용하려면, 우리는 불형평한 사회를 만드는 원인에 따른 건강분포를 

알아야 하고, 정책으로 인한 불형평의 효과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 analysis)

각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보기 위하여 기존의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 임계값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파악한다.

(2) 불형평분석(inequality analysis)

① 불형평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정한다(e.g. 지역, 소득, 성별 인종). 

여기서 불형평이란 불공평한 불형평(unfair inequality)이다. 

② 전략별 불형평 변수에 따라 각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전락

별 불형평 변수에 따른 건강효과(health gain)과 비용(cost)의 분포

를 구한다.

③ 한정된 자원을 해당 전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건강기회비용

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건강효과에서 제거하여 순 건강효과를 구한다. 

이 때, 다른 건강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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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래서 1 QALY당 국가 GDP로 가정하고, 인구단위로 전환

된 비용을 전략별로 건강기회비용을 구하여, 각 전략별 지역별로 순 

건강효과를 구한다. 건강기회비용이 어떻게 할당 되는지에 대한 근

거자료가 없으므로,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할당되는 것을 가정한다. 

그 후에 민감도 분석으로 QALY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기회비용을 

할당을 하고, QALY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할당하여 각각의 전략별 

지역별 한 개인의 순 건강효과를 구한다.

④ 각 전략별 불형평 변수별 건강효과의 분포를 가지고 전략의 불형평

정도를 측정한다. 불형평의 측정은 불형평 지수인 Atkinson 지수(상

대적 불형평 지수, relative inequality index)와, Kolm 지수(절대

적 불형평 지수, Absolute inequality index)가 있다. 각 전략별로 

Atkinson 지수를 통해서 불형평 정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수

식 1>.

  








  




 

  



  



  Atkinson Inequality Index for 

   Population Size

  QALY, Individual 

   QALY, Per-Capital(Mean)

 Inequality Aversion

<수식 1> Atkinson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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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략별로 측정된 불형평도로 분배적 우월성 규칙(distributional 

dominance rule)을 적용하여, 평균 효과가 다른 전략보다 낮고 불형평 정

도가 높은 전략을 열등성(dominated)전략으로 보고 열등된 전략을 제외한

다.

⑤ 열등된 전략의 불형평정도를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에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건강(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EDE)을 구한다. 균등분배대등건강의 의미는 실제로 불형평한 

건강을 가진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공평한 건강을 가지게 할 

때, 개인이 가지는 QALY의 값을 의미한다<수식 2>.

  

<수식 2> 균등분배대등건강 지수 

⑥ 전략별로 구한 개인의 균등분배대등건강을 인구집단 단위로 바꾸고, 

가장효과가 좋은 전략의 균등분배대등건강에서 우월성(dominance)있는 전

략의 균등분배대등건강을 빼준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

피도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⑦ 불공평한 불형평 변수에 대하여 각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불공평한 불형평이 아니라 공평한 불형평의 관점으로 보는 민

감도 분석을 한다. 이 연구는 불형평 변수가 지역 하나이고, 지역의 불형

평이 불공평한 불형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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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방법

국내에서 대장암 검진에 대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연구가 있었다. 

이광식, 박은철(2014)은 CHE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방법론을 참조하여 

Atkinson ICER를 만들었다<수식 3>. 이 방법은 CHE의 Atkinson EDE에서 

구한 불형평 정도를 ICER 공식에다 적용하여 불형평을 보정한 ICER값을 

제시하였다. Atkinson ICER는 우리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가 증가

할 때, 어떤 전략이 가장 비용효과적인지 평가 할 수 있게 한다.

  

  

 

   ICER for 

     Intervention 2/1’s Per-Capita Cost

    Intervention 2/1’s Atkinson Index

    Intervention 2/1’s Per-Capita QALY

<수식 3> Atkinson 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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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궁경부암 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전략 고찰

국내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그 효과

를 보는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는 없지만, 국외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전략의 효

과를 보는 연구들이 있었다<표 2>.

표 2.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결과

나라(연도) 전략
대상

인구
표본수 결과

대만* 

(1997-1998)

그룹 교육 프로그램 

vs 우편으로 보내는 

팜플랫

중국

인 

여성

399

자기기입(self-report)에 

따르면 그룹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유의하게 검진을 더 

받았다. 90.9% vs 77.5%

미국†

(1998-2000)

지역 사회 그룹 

교육(자궁경부암 

관련) vs 신체적 

운동관련 교육 

필리

핀계 

미국

인

530

자기기입(self-report)에 

따르면 자궁경부암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이 

유의하게 검진을 더 받지 

않았다. 56% vs 52%

미국‡

(2002)

상담과 자궁경부암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2개 국어 이상을 

하는 자원봉사자 방문 

vs 우편 vs 대조군

중국

인 

여성

402

자기기입(self-report)에 

따르면 우편을 받은 

집단이 개입 기간동안 

유의하게 검진을 더 

받았지만, 의무기록을 

본다면 유의하게 대조군에 

비해 많이 받지 않았다.
* Huang and Chang(2000), Effects of Two Teaching Programs on Workplace 

Women’s Cervical Cancer Screening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Behavior

†Maxwell et al(2003), Results of a randomized trial to increase breast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among Filipino American women

‡Taylor et al(2002),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interventions to 

promote cervical cancer screening among Chinese women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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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Taylor 등(2002)의 우편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 지역에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강한 검진권고우편의 효과는 Taylor 등

(2002)의 연구결과에서 추정한 12% 향상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자기

기입의 결과며,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유의하게 대조군에 

비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검진권고우편은 6%로 가정하였다. 비용은 

각각 1000원, 500원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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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경제성 분석 모형 개요

1) 전략 및 모형의 일반적 현황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의 기본 틀은 기존의 비용-효과 분석을 따른다. 

이 연구의 경제성 분석 모형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검진 대상은 

2016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기준으로 하여 20세 이상부터 검진 대

상으로 하였다. 기본전략은 현재 국가 자궁경부암 기준을 기본 전략(현

행)으로 하고, 기본전략에서 사망률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강한 검진 

권고 우편을 발송하는 전략('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검진 대상

자 모두에게 일반 검진 권고 우편을 발송하는 전략('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 검진 대상자 모두에게 강한 검진 권고 우편을 발송하는 전략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으로 총 4개의 전략을 가정하였다. 강

한 검진권고 우편의 비용은 1000원, 효과는 검진률 12% 향상이고, 일반 

검진권고 우편의 비용은 500원, 검진률 6%향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연

구는 사회적 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의료비용 뿐 아니라 교통비용, 시간

비용, 간병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비용-효용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이중계산의 위험이 있어 제외하였다. 주기는 1년, 기간은 

모든 코호트가 사망하는 시점이다. 분석지표는 QALY이며 할인율은 비용에 

1%를 적용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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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궁경부암 검진 전략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Markov 모형의 일반적 현황

항목 내용

대상 • 20세, 자궁경부암 과거력 없는 인구집단 1백만 명

전략

• 총 4개 검진 전략

  1) 20세 이상, 2년 간격 자궁경부세포검사+2차 검사 [현행]

  2) 20세 이상, 2년 간격 자궁경부세포검사+2차 검사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검진 년에 사망률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 대상자들에게 강한 

검진 권고 우편 발송)

  3) 20세 이상, 2년 간격 자궁경부세포검사+2차 검사 ['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

(검진 년에 모든 지역 대상자들에게 검진 권고 일반 우편 발

송)

  4) 20세 이상, 2년 간격 자궁경부세포검사+2차 검사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검진 년에 모든 지역 대상자들에게 강한 검진 권고 우편 발

송)

관점 • 제한적 사회적 관점

주기/기간 • 1년/모든 코호트가 사망하는 시점 (120년)

분석지표 • QALY

비용

• 직접비

• 간접비 

• 간병 비용

• 생산성 손실 비용은 제외함.

할인율 • 비용 1%                 

이 연구의 모형은 김윤희 등(2012)와 고민정 등(2013)의 마콥모형을 참

고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현하였다<그림 1>. 모든 사람은 

건강한 상태(Well)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별 혹은 일정한 

확률로 HPV에 감염이 되고, 전암병변, 암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겪게 된

다. 전암병변에서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이 있으며, 검진 시 전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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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여 Well history상태로 가게 된다. Well 

history상태는 사람들이 전암병변을 경험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어 검진률

이 증가하게 된다. 암으로 전이되고 발견되었을 때, 즉시 치료하고 그 후 

5년 이상 생존하였을 때 Cancer cured상태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암에 걸

리지 않으며, 검진을 받지 않는다. 모든 상태에는 Death로 가는 확률마디

가 있으며, 코호트 시작부터 100년 후, 모든 사람들은 Death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림 1. 자궁경부암의 자연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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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검률, 사망률 및 주요 전이확률

- 이 연구는 지역별 연령별 국가 자궁경부암 수검률에 대한 자료가 없

어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수검률을 사용하였다<표 4>.

-  고민정 등(2013)의 연구의 가정처럼 자궁경부암 관련한 진단을 받지 

않았던 사람 대비 과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well history)는 수검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여 교차비(odds 

ratio) 1.52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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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2년 지역별 연령별 수검률                                    단위(%)  

나이＼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부산

20-24 0.0411 0.0405 0.02 0.0417 0.01 0.0598 0.043 0.0312

25-29 0.1814 0.1538 0.2215 0.202 0.1445 0.1986 0.2201 0.1347

30-34 0.4076 0.3503 0.4534 0.4314 0.3434 0.4128 0.4591 0.4019

35-39 0.5172 0.4972 0.4821 0.5117 0.5174 0.4765 0.5542 0.4427

40-44 0.6364 0.5444 0.6361 0.6131 0.6277 0.6606 0.659 0.6024

45-49 0.6557 0.6069 0.6997 0.6232 0.6985 0.6575 0.6705 0.6336

50-54 0.6918 0.6545 0.7912 0.6117 0.6912 0.6426 0.686 0.6472

55-59 0.7126 0.6391 0.7406 0.6227 0.6794 0.6207 0.694 0.6596

60-64 0.6837 0.5527 0.6667 0.6176 0.7135 0.6194 0.6414 0.6223

65-69 0.5854 0.4957 0.6393 0.5186 0.5938 0.4356 0.5811 0.6098

70-74 0.5498 0.3798 0.4956 0.4113 0.5504 0.3556 0.4839 0.4736

75-79 0.3801 0.247 0.3882 0.3363 0.4433 0.3429 0.3668 0.3503

80-84 0.197 0.1765 0.2979 0.1818 0.1892 0.0606 0.2284 0.1741

85세 이상 0.1111 0.037 0.2188 0.0723 0.3913 0.0952 0.113 0.1333

나이＼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부산

20-24 0.0639 0.0519 0.0641 0.0145 0.0558 0.0215 0.0265 0.0196

25-29 0.2129 0.2374 0.2169 0.1991 0.1528 0.1689 0.1838 0.1553

30-34 0.4269 0.4092 0.3824 0.3684 0.3217 0.4048 0.4007 0.3459

35-39 0.4919 0.5047 0.4991 0.509 0.4803 0.4393 0.5091 0.5126

40-44 0.5819 0.6117 0.6124 0.5919 0.6163 0.563 0.6304 0.5506

45-49 0.6185 0.6399 0.6549 0.6596 0.6064 0.5707 0.6501 0.61

50-54 0.6723 0.6766 0.6491 0.696 0.6347 0.5843 0.652 0.6809

55-59 0.669 0.6875 0.6404 0.665 0.6579 0.5921 0.6372 0.6335

60-64 0.6237 0.6089 0.6022 0.6848 0.631 0.5611 0.5894 0.6293

65-69 0.5851 0.5725 0.5415 0.5592 0.6111 0.5026 0.4882 0.5

70-74 0.4893 0.4814 0.4762 0.5455 0.5115 0.4059 0.4107 0.3772

75-79 0.3925 0.3582 0.3579 0.4347 0.4812 0.3063 0.2894 0.3009

80-84 0.2351 0.2402 0.1889 0.3 0.3122 0.1943 0.1761 0.1909

85세 이상 0.1321 0.1917 0.0989 0.1714 0.1895 0.0767 0.0417 0.1014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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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연령별 일반 사망률은 일반 사망률에서 암 사망률을 제외한 

일반 사망률을 사용하였다<표 5>.

표 5. 2012년 지역별 연령별 사망률                                     단위(%)

나이＼지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부산

20-24 0.0002 0.0002 0.0002 0.0003 0.0003 0.0005 0.0002 0.0003

25-29 0.0003 0.0005 0.0004 0.0004 0.0004 0.0003 0.0003 0.0005

30-34 0.0005 0.0005 0.0003 0.0005 0.0005 0.0005 0.0004 0.0006

35-39 0.0005 0.0006 0.0005 0.0005 0.0007 0.0005 0.0005 0.0006

40-44 0.0007 0.0008 0.0009 0.0009 0.0008 0.0009 0.0008 0.0009

45-49 0.0011 0.0011 0.0013 0.0012 0.0011 0.0010 0.0012 0.0013

50-54 0.0014 0.0018 0.0013 0.0016 0.0017 0.0017 0.0016 0.0017

55-59 0.0019 0.0020 0.0024 0.0023 0.0023 0.0022 0.0023 0.0024

60-64 0.0029 0.0034 0.0036 0.0040 0.0035 0.0025 0.0035 0.0038

65-69 0.0052 0.0065 0.0070 0.0067 0.0059 0.0071 0.0062 0.0066

70-74 0.0105 0.0128 0.0126 0.0133 0.0135 0.0160 0.0125 0.0140

75-79 0.0225 0.0246 0.0261 0.0259 0.0276 0.0302 0.0250 0.0301

80세 이상 0.0802 0.0936 0.0868 0.0859 0.0951 0.1014 0.0837 0.0940

나이＼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4 0.0003 0.0002 0.0004 0.0004 0.0003 0.0003 0.0002 0.0004

25-29 0.0003 0.0005 0.0004 0.0004 0.0004 0.0004 0.0005 0.0008

30-34 0.0006 0.0006 0.0006 0.0005 0.0006 0.0007 0.0007 0.0005

35-39 0.0008 0.0007 0.0006 0.0008 0.0009 0.0007 0.0006 0.0007

40-44 0.0010 0.0011 0.0012 0.0010 0.0009 0.0010 0.0009 0.0012

45-49 0.0014 0.0013 0.0011 0.0014 0.0013 0.0015 0.0012 0.0016

50-54 0.0021 0.0023 0.0018 0.0021 0.0020 0.0016 0.0018 0.0016

55-59 0.0026 0.0022 0.0029 0.0028 0.0022 0.0025 0.0024 0.0018

60-64 0.0041 0.0040 0.0043 0.0045 0.0032 0.0035 0.0038 0.0039

65-69 0.0069 0.0067 0.0072 0.0064 0.0068 0.0060 0.0066 0.0047

70-74 0.0125 0.0125 0.0147 0.0127 0.0120 0.0130 0.0125 0.0087

75-79 0.0239 0.0245 0.0264 0.0240 0.0246 0.0254 0.0283 0.0208

80세 이상 0.0844 0.0799 0.0888 0.0823 0.0838 0.0849 0.0871 0.0735

자료: 통계청(2012), 완전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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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의 진행 정도를 요약병기별(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 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요약병기별 전이확률 자료가 없기 때문에, FIGO annual report를 활

용하여 자궁경부암 FIGO 상태별 사망확률(Quinn et al, 2006)을 가지고, 

FIGO stage를 SEER stage로 변환 시킬 수 있는 가이드(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3)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요약병기

별, 연령군별 5년 사망률을 산출하였다<표 6>.

표 6. 자궁경부암 요약병기별 연령별 사망률                             단위(%)

나이＼지역　 Local 1yr Local 2yr Local 3yr Local 4yr Local 5yr

20-29 0.039 0.093 0.127 0.147 0.167

30-39 0.017 0.057 0.089 0.105 0.117

40-49 0.013 0.038 0.062 0.073 0.091

50-59 0.015 0.054 0.089 0.118 0.140

60-69 0.027 0.067 0.114 0.143 0.157

70-79 0.048 0.115 0.146 0.191 0.214

80세 이상 0.113 0.223 0.357 0.392 0.567

　
Regional 

1yr

Regional 

2yr

Regional 

3yr

Regional 

4yr

Regional 

5yr

20-29 0.177 0.155 0.057 0.000 0.035

30-39 0.100 0.131 0.055 0.043 0.026

40-49 0.087 0.133 0.072 0.035 0.024

50-59 0.090 0.103 0.073 0.034 0.033

60-69 0.082 0.097 0.073 0.042 0.049

70-79 0.107 0.126 0.058 0.069 0.054

80세 이상 0.206 0.191 0.124 0.079 0.068

　
Distant 

1yr

Distant 

2yr

Distant 

3yr

Distant 

4yr

Distant 

5yr

20-29 0.737 0.058 0.026 0.000 0.040

30-39 0.589 0.206 0.058 0.025 0.070

40-49 0.491 0.190 0.081 0.052 0.026

50-59 0.505 0.195 0.075 0.054 0.011

60-69 0.508 0.195 0.073 0.050 0.000

70-79 0.533 0.153 0.035 0.028 0.022

80세 이상 0.674 0.089 0.068 0.09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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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감염율은 고민정 등(2013)이 성경험률 및 HPV 감염률 등을 고려

하여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처 추정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 7>.

표 7. 10세 구간별 평균 HPV 감염률        단위(%)

Age HPV infection

20-29 0.24

30-39 0.14

40-49 0.13

50-59 0.09

60-69 0.03

70세 이상 0.01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김윤희 등(2012)이 산출한 CIN1, 

CIN2/3, 암의 전이확률과 추정값 사용하였다. 또한 발견하지 못한 군(미치

료)에서 CIN1에서 CIN2/3로 전이할 확률 13%, CIN2/3에서 국한(local)로 전이할 

확률은 50%로 가정하였다<표 8>.

표 8. CIN1, CIN2/3에서 자궁경부암 전이확률                          단위(%)

전이 상태 전이확률

CIN1 발견군 -> CIN2/3 발견군 8.31

CIN1 미 발견군 -> CIN2/3 미발견군 13.0

CIN2/3 발견군 -> Local 발견군 2.14

CIN2/3 미발견군 -> Local 미발견군 50.0

자료: 김윤희 등(2012),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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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감염이 건강(well)상태로, CIN1이 HPV 감염 또는 건강상태로, 

CIN2/3가 CIN 1 또는 건강상태로 소실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

실율에 대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태국의 경제성 분석시 활용한 연

령별 소실율을 적용하였다(Myers et al, 2000; Praditsitthikorn et al, 

2011 )<표 9>.

표 9. HPV, CIN1, CIN2/3의 연령별 소실율                          단위(%)

소실 상태 연령 소실율

HPV -> Well

20-24 0.552

25-29 0.37

30세 이상 0.103

CIN1 -> Well
20-34 0.1449

35세 이상 0.0738

CIN1 -> HPV
20-34 0.0161

35세 이상 0.0082

CIN2/3 -> Well 0.0345

CIN2/3 -> CIN1 0.0345

자료: Myers et al(2000), Mathematical model for the natural history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cervical carcinogenesis

Praditsitthikorn et al(2011), Economic evaluation of policy options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cervical cancer in Thailand

-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의 진행 정도를 요약병기별(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 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요약병기별 전이확률 자료가 없기 때문에,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 병기 결정체계 분포

(Seol, Ki and Lee, 2014)와 캐나다의 FIGO stage별 전이확률(Chuck, 

2010)을 가지고 FIGO stage를 SEER stage로 변환 시킬 수 있는 가이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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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3)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요약병기별 전이확률을 추정하였다<표 10>.

표 10. 요약병기별 자궁경부암 전이확률                            단위(%)

전이 상태 전이확률

Local 미발견군 > Regional 미발견군 14.8

Regional 미발견군 > Regional 미발견군 31.1

자료: Chuck(2010), Cost‐Effectiveness of 21 Alternative Cervical Cancer 

Screening Strategies

Seol, Ki and Lee(2014),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3) 비용

- 국내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세포검사 이므

로 1차 검진으로 가정하였으며, 1차 검진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질경

검사(Colposcopy), 병리검사(biopsy),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PV DNA test)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지만 검진의 이용률을 모르기 때문

에 세 가지 검진 비용의 평균을 구하여 적용하였다. 그 외 초기진찰료, 

협의진찰료(Consultation)을 가산하였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경제

성평가 비용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시간비용, 교통비용을 산정하였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2; 김윤희, 2013; 통계청, 2014)<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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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궁경부암 검진비용                                         (단위: 원)

1) 1차 검진비용

1
자궁경부

세포검사
7,349 초기진찰료 15,159 Consultation 5,748 28,256

2
교통비용

편도2회
6,247 12,494

3 시간비용 7,954 7,954

4
검진결과 

우편비용
270 270

5 총 비용 　 　 　 　 　 48,974

2) 1차 검진에서 양성 시 2차 검진 비용

1 재진찰료 11,395
전문의

consultation 
6,267 　 　 17,662

2_1 Colpo 14,450 14,450

2_2 병리검사 30,074 30,074

2_3 HPV 51,647 51,647

2_4 평균 32,057

3 시간비용 15,091 15,091

4
교통비용 

편도 4회
6,247 24,988

5 총 비용 　 　 　 　 　 89,79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김윤희 등(2013),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방법

통계청(2014),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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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용비, 시간비용이 고려된 

진료비용은  HPV 백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김윤희 등, 2012; 고민정 등, 2013).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진행단계를 요약병기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약병기별 암 치료비용이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암 비용에서 선행연구의 요약병기별 

비용과 총 비용의 비를 곱하여 측정하였다(Goldhaber-Fiebert, 2008)<표 

12>.

표 12. 건강 상태별 총 비용                                        (단위: 원)

상 태 총 비용(원)

CIN1 치료비용 2,694,607 

CIN2/3 치료비용 5,184,292 

자궁경부암 초기비용

Local 4,585,303 

Regional 4,907,512 

Distant 7,860,224 

자궁경부암 추적관리 1년

Local 1,642,859 

Regional 1,641,271 

Distant 1,650,366 

자궁경부암 추적관리 2/3/4년

Local 871,275 

Regional 870,433 

Distant 875,257 

*HPV 감염의 경우 자궁경부세포검사 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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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태에 따른 효용 추정 및 검진효과

- 건강 상태의 연령별 효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EQ-5D문항을 바탕으

로 도출하였고, 전암병변은 김윤희 등(2012)의 환자 설문을 통해 조사한 

효용을 보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요약병기별 효용과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Seol 등(2014)의 연구에서 구한 FIGO stage별 분포에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2008)의 연구에

서 사용된 FIGO stage별 효용을 가산하고 SEER PROGRAM의 전환방식을 적

용하여 각 요약병기별 효용을 산출하였다 <표 13>.

  

표 13. 각 상태별 평균 효용

상태 효용

Well or Well history 0.763

CIN1 0.714

CIN2/3 0.711

Local 0.496

Regional 0.477

Distant 0.366

-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고민정 등(2013)의 연구에서 

국내 실험 연구들을 바탕으로 META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값들을 사용하였

으며, 검진 대상들이 1차 검진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2차 검진의 참여

율과, 2차 검진의 민감도를 100%로 가정하였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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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도                  단위(%)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건강상태별 민감도 및 특이도 확률

  CIN1 민감도 77

CIN2/3 민감도 85.59

자궁경부암 민감도 97

특이도 58

자료: 고민정 등(2013), 한국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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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전략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의 비용효과성

전략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의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 1인당 비용이 가

장 낮은 전략은 '현행'이며, 1인당 효과(QALY)가 높은 전략은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다. 

임계값을 2016년 1인당 GDP 25,990$(29,901,550원)라고 할 때, 가장 효

과적인 전략은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며,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다<표 15>.

표 15. 자궁경부암 검진 전략별 1인당 비용, QALY, ICER: QALY순 정렬

　 Cost Icr.Cost
Effectivene

ss
Icr.Effect ICER

현행

(Baseline)
₩25,661,227 　 44.5874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26,021,187 ₩359,960 44.6363 0.0489 ₩7,361,145

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

₩26,169,410 ₩508,183 44.6466 0.0592 ₩8,584,172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26,650,816 ₩989,589 44.6734 0.086 ₩11,5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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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결과

1) CHE 방법론 결과

① 전략별 지역에 따른 비용과 QALY 결과<표 16>

'현행'에서 서울이 가장 QALY가 높았으며, 비용은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비용을 많이 쓴 지역은 경기이다. QALY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

며 비용은 두 번째로 낮았다. 제주는 검진 효과 대비 가장 비용이 낮은 

지역이었다.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에서 부산이 가장 QALY가 높았으

며, 비용이 세 번째로 높았다. 이 외에는 ‘현행’전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전략들에서 '현행'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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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전략에 따른 지역의 1인당 QALY와 비용분포 

　 Population* 현행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현행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Daegu** 49866 44.52 44.52 44.615 44.638 ₩2,220,040 ₩2,220,040 ₩2,224,782 ₩2,225,944

Gwangju** 27993 44.419 44.419 44.508 44.529 ₩1,245,930 ₩1,245,930 ₩1,248,432 ₩1,249,010

Ulsan** 21256 44.234 44.234 44.316 44.336 ₩942,145 ₩942,145 ₩943,885 ₩944,326

Incheon** 54618 44.599 44.599 44.681 44.702 ₩2,440,842 ₩2,440,842 ₩2,445,313 ₩2,446,485

Seoul** 208613 45.185 45.185 45.268 45.289 ₩9,445,269 ₩9,445,269 ₩9,462,577 ₩9,466,967

Daejeon** 29252 44.7 44.7 44.775 44.795 ₩1,310,203 ₩1,310,203 ₩1,312,416 ₩1,312,993

Gyeonggi** 228556 44.838 44.838 44.912 44.931 ₩10,268,755 ₩10,268,755 ₩10,285,565 ₩10,289,962

Jeonnam 38135 44.603 44.721 44.698 44.721 ₩1,704,375 ₩1,708,892 ₩1,708,013 ₩1,708,892

Gyeongbuk 54320 44.508 44.626 44.602 44.626 ₩2,422,573 ₩2,429,012 ₩2,427,689 ₩2,429,012

Busan 72917 45.137 45.253 45.23 45.253 ₩3,297,875 ₩3,306,372 ₩3,304,684 ₩3,306,372

Jeju 11047 45.025 45.144 45.121 45.144 ₩498,412 ₩499,733 ₩499,471 ₩499,733

Jeonbuk 37033 44.512 44.619 44.597 44.619 ₩1,651,741 ₩1,655,719 ₩1,654,921 ₩1,655,719

Gyeongnam 39194 44.475 44.58 44.559 44.58 ₩2,875,704 ₩2,882,520 ₩2,881,162 ₩2,882,520

Chungnam 64528 44.299 44.404 44.382 44.404 ₩1,739,773 ₩1,743,869 ₩1,743,029 ₩1,743,869

Gangwon 30380 44.524 44.627 44.605 44.627 ₩1,355,388 ₩1,358,524 ₩1,357,863 ₩1,358,524

Chungbuk 30371 44.619 44.72 44.699 44.72 ₩1,357,881 ₩1,360,954 ₩1,360,309 ₩1,360,954

*통계청(2014)시도별인구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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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 16>의 비용을 가지고 건강기회비용을 구하여 모든 지역에게 균

등하게 할당을 하고 빼어 전략별 순수 효과(net benefit QALY)를 구하였

다<표 17>. 모든 전략에서 가장 순수 효과가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표 17. 지역별 전략에 따른 순수효과(Net Benefit QALY)의 분포

(기회비용을 모든 지역에 균등히 배분)

　 Population 현행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Daegu 49866 44.285 44.281 44.376 44.394

Gwanju 28050 44.184 44.18 44.269 44.285

Ulsan 21299 43.999 43.996 44.077 44.092

Incheon 54729 44.364 44.36 44.442 44.458

Seoul 209036 44.95 44.947 45.029 45.045

Daejeon 29311 44.465 44.461 44.536 44.551

Gyeonggi 229018 44.603 44.6 44.673 44.687

Jeonnam 38212 44.368 44.482 44.459 44.477

Gyeongbuk 54430 44.273 44.388 44.363 44.382

Busan 73064 44.902 45.015 44.991 45.009

Jeju 11070 44.79 44.906 44.882 44.9

Jeonbuk 37108 44.277 44.38 44.359 44.375

Gyeongnam 64659 44.24 44.342 44.321 44.336

Chungnam 39273 44.064 44.165 44.143 44.16

Gangwon 30442 44.289 44.389 44.367 44.383

Chungbuk 30433 44.384 44.482 44.46 44.476

평균 44.5420750 44.5804658 44.6214794 44.63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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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 17>의 전략의 순수 효과를 통하여, Atkinson index를 이용하여 

전략별 불형평성을 구하였다. 가장 적은 불형평성을 가진 전략은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 이며,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

략이 가장 효과가 좋은 전략이었다. <표 18>.

표 18.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불형평성

Inequality 

Aversion(ℇ)
현행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0 0 0 0 0

1 0.00002278 0.00002052* 0.00002258 0.00002258

7 0.00015163 0.00013710* 0.00015012 0.00014981

10 0.00021639 0.00019561* 0.0002142 0.00021375

20 0.00043102 0.00038942* 0.00042647 0.00042555

30 0.00064337 0.00058106* 0.00063628 0.00063487

Mean 44.54207504 44.58046581 44.62147947 44.63730273

*Least inequality strategy

④ 분배적 우월성 규칙(distributional dominance rule)을 적용하면, '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 보다 효과가 낮고 불형평성이 높은 

전략 '현행'이 열등성(dominated)이 되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

고'전략 보다 효과가 낮고 불형평성이 높은 전략 '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전략'이 열등성이 된다. 따라서 가장 효과가 좋은 '모든 지역 대

상 강한 검진권고'전략과 가장 불형평성이 낮은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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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권고' 전략만 남게 된다. 

⑤ 사회후생함수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불형평의 회피도가 증가할 때, 

완전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QALY를 전략별

로 구하였다<표 19>.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가 0일 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QALY는 전략의 평균 QALY이다.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가 7

일 때 가지는 개인의 QALY값과 평균 QALY값의 차이는 좀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하는 QALY 값을 말한다. 가장 효과가 높은 

전략에서 낮은 전략을 빼면, 불형평의 회피도가 증가할 때 개인의 QALY가 

손해 혹은 이익인지를 나타낸다. <그림 2>는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

가 증가 할 때,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과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의 인구 QALY의 차를 보여준다. 만약 우리의 관점이 

임계값 안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가 증가 하여도 여전히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전

략을 선호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전략을 선택한다면,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과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의 QALY 차이만큼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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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우리 사회의 불형평의 회피도가 증가할 때, 완전한 공평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하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QALY

Social welfare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Mean(=0) 44.58046581 44.63730273

Atkinson EDE(=1) 44.57955088 44.636295

Atkinson EDE(=7) 44.57435387 44.63061565

Atkinson EDE(=10) 44.57174543 44.62776135

Atkinson EDE(=20) 44.56310546 44.61830755

Atkinson EDE(=30) 44.55456177 44.6089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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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총인구 QALY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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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kinson ICER

<표 18> 의 전략별 불형평 정도를 ICER식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불형

평에 대한 회피도가 증가할 때, 각 전략별 ICER값을 알 수 있다<그림 3>. 

모든 전략은 불형평 회피도가 증가할 때, 임계값 범위내에 있었다. 또한 

모든 전략이 불형평 회피도가 증가할 때, 비용효과성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덜 불형평한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은 다른 

전략들에 비해 더 비용효과성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ICE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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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용 효과적

이다(Shin et al, 2008; Jun et al, 2009; 고민정, 2013; Cho et al, 

2013; 보건복지부, 2014). 하지만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은 다른 선진국

에 비해서 낮고, 지역별 수검률 차이로 인한 건강 격차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건강 격차를 고려하고,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15).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동

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안이 있는 경우, 사업의 효율성 혹은 효

과성을 기준으로 전략들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 비용-효과 분

석을 시행하지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기존의 비용-효과 분석 방

법은 불형평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배적 비용-효과 분

석을 실시하여, 각 전략들의 지역별 수검률 격차를 고려한 비용효과성을 

파악하고,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혹은 효율적인지 분석하였다.

국내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효과를 

분석한 실험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외에서 아시아 여성을 대

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효과를 분석

한 실험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전략은 교육자들을 교

육시켜서 방문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그룹 교육, 우편으로 보내

는 팜플랫, 자궁경부암 검진 상담과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들의 방문이 있었다(Huang and Chang, 2000; Taylor et al, 2002; Maxwell 

et al 2003). 전략 시행 이후 자궁경부암 검진 이용 여부 결과는 대상자들

의 자기기입(self-report)으로 측정되었다. 지역 사회 그룹교육을 제외하

고, 우편으로 보내는 팜플랫,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이 효과적이었다. 우리

나라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의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력, 

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안

은 우편전략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자기기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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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과대 추정이 있다고 제언한 것을 참고하여(Huang and Chang, 

2000; Taylor et al, 2002; Maxwell et al 2003), 우편의 종류를 '강한 검진

권고 우편', '일반 검진권고 우편'으로 나누고 효과의 차이를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의 결

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대추정 혹은 과소추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자궁경부암 검진 향상을 위

한 전략과 이에 대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연구에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전략들은 임계값 

이내에 있으므로 정책시행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들이었다. 정책 결정자 

혹은 우리 사회가 효율을 중시한다면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

략을 선택할 수 있고, 임계값 안에서 최대 효과를 중시한다면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이 지역별 불형

평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불형평을 고려한 전략별 효과와 

효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불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덜 불형평한 전략은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전략이었으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모든 지역 대

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었다. 불형평 해결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특

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전략을 선택하고, 효과를 우선순위로 생각

한다면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한 

쪽으로 치우쳐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효과 모두 고려해야 한다(예방의

학학회, 2013). 

분배적 비용-효과분석에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불형평에 대한 우리사

회의 회피도이다(Lee and Park, 2014; Asaria et al, 2015). 형평적인 전

략과 효과적인 전략 사이에서 우리사회의 불형평 회피도는 전략을 선택하

는 기준이 된다. 불형평이 높은 전략일수록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가 

증가할 때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불형평을 고려하였지만,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의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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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도가 증가하여도 효과가 가장 좋은 전략이 되었다. 영국의 대장암 검

진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불형평 회피도 낮을 때 '모든 지역 대

상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효과 적이었지만, 불형평 회피도가 높아질 때 '

특정 지역 대상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Asaria et 

al, 2015). 이러한 결과 차이의 이유는 첫째, 검진 권고 우편을 60-74세

만 보냈기 때문에, 전략으로 인한 건강효과가 작았다. 둘째 대장암 연구

에서는 불공평한 불형평 변수를 성별, 지역, 인종, 3가지로 정의하고 분

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보다 전략별 불형평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전략별 효과 차이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형평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

기 때문에 전략 간에 상충관계(trade off)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불형평성을 보정한 비용효과성을 보는 Atkinson ICER에서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우리 사회의 불형평에 대

한 회피도가 증가할 때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다른 전략

에 보다 ICER값이 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다른 전략과 비용효과성 

차이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국내 대장암 검진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

석 결과와 일치한다(Lee and Park, 2014). Atkinson ICER에서 '현행'대비 

불형평 적인 전략은 분모인 증분(ΔE)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형평 회피도

가 올라갈수록 ICER값이 증가하고, '현행'대비 덜 불형평 적인 전략은 증

분(ΔE)이 증가하여 ICER값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ee and park 

(2014)의 연구에서 '특정 지역 대상 검진권고'의 ICER의 값은 불형평 회

피도가 증가할 때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대장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역 대상 검진권고'를 시행하였을 때, 

지역별 건강격차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역 대상 검진

권고'를 시행하였을 때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국내의 대장암 검진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연구와 이 연구는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에 따라서 결과를 제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사회의 건강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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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고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득 분포에 대한 사회

의 불형평 회피도를 측정한 연구만 있으며(Lambert et al, 2003), 건강 분

포에 대한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를 측정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건강 효

과가 좋은 전략과 건강 격차가 적은 전략 중 현재 사회에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 분포에 대한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를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 격차를 고려한 경제성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어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구 집단 내에서 그

룹을 나누고 그룹별로 전략의 건강 효과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

법과(Nord et al, 1999), 건강 불형평의 최종 변화에 직접적으로 전략의 

최종 건강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Baltussen and Niessen, 2006). 

Asaria 등(2015)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배적 비용-효과 방법론

은 두 방법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두 방법보다 의사 

결정자에게 건강 불형평 효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

언하고 있다(Asaria et al, 2015).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별 연령

별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의 구분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국가검진 수검률 보다 과대

측정 되었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이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둘

째, HPV 감염율, 전암병변, 자궁경부암의 요약병기별 전이확률 및 비용 

등 국내 자료 부재 혹은 측정 불가로 인해 국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

리나라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성생활이 다른 외국에 비

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쓴다면 비용 및 효과가 과대추정이 

될 수 있다(김윤희, 2012). 셋째, 실제 지역별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의 

전이 확률이 다르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지역별 전이 확률 차이는 없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불형평성 측정에 과소평가가 되었다. Asar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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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과 Lee and Park (2014)의 연구에서도 데이터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불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불형평 변수별 데이터 측정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자궁경부암 국가 검진 수검

률 향상을 위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임에 의의가 있지만, 기존 선행연

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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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기존의 비용-효과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자

궁경부암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역별 수검률의 격차

를 고려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존 비용-효과 분석에서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불형평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특정 지

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다. 한편, 정책결정

자들이 불형평을 고려하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면 전략중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의 투입과 산출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는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성평가는 효율

에 초점을 두고 진행 되어 왔지만, 효율과 형평은 보건의료정책에서 궁극

적으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다. 현재 불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비용

효과분석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명확한 국제적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상황에 적용 가능한 효율과 형평

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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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

Centre for Health Economics, CHE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Cost-Benefit Analysis, CBA

Cost-Effectiveness Acceptability Curve, CEAC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Cost Effectiveness Ratio, CER

Cost-Minimization Analysis, CMA

Cost-Utility Analysis, CUA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EDE

Gross Domestic Product, GDP

Human Papiloma Virus, HPV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Incremental Cost-Utility Ratio, ICU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

Korean Won, KW

Life-Years Saved, LY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Papanicolaou smear cytology, PAP

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

United States Dollar,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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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불형평성(기회비용을 퀄리

가 낮은 지역에 부여)

Inequality 

Aversion(ℇ)
현행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0 0 0 0 0

1 0.00006117 0.00005168* 0.00006123 0.00006244

7 0.00043044 0.00036325* 0.00043089 0.00043953

10 0.0006163 0.00051985* 0.00061699 0.00062941

20 0.00123968 0.00104429* 0.00124132 0.00126657

30 0.00186482 0.00156971* 0.0018677 0.00190595

Mean 44.54207504 44.58046581 44.62147947 44.63730273

*Least inequality strateg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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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총인구 QALY의 

차이(기회비용을 퀄리가 낮은 지역에 부여)

부록그림 2.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ICER 

변화(기회비용을 퀄리가 낮은 지역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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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불형평성(기회비용을 퀄리

가 높은 지역에 부여)

Inequality 

Aversion(ℇ)
현행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검진권고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0 0 0 0 0

1 0.00001812 0.00001707* 0.000018 0.00001798

7 0.0001271 0.00011956* 0.00012621 0.00012612

10 0.00018176 0.00017083* 0.00018046 0.00018033

20 0.00036462 0.00034176* 0.00036185 0.00036161

30 0.00054824 0.00051246* 0.00054382 0.00054352

Mean 44.54207504 44.58046581 44.62147947 44.63730273

*Least inequal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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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3.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총인구 QALY의 

차이(기회비용을 퀄리가 높은 지역에 부여)

부록그림 4 사회의 불형평에 대한 회피도 증가에 따른 전략별 ICER 

변화(기회비용을 퀄리가 낮은 지역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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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distributional cost-effectiveness analysis for 

improving national cancer screening uptake in cervical 

cancer with a focus on regional inequality

Lee, Tae-Hoon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 Hyun, PhD)

Background: As one of the national cancer management programs in South 

Korea,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s being conducted. 

Cost-effectiveness analysis has been performed on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s but most have focused mainly on “efficiency” and did not 

include differences in regional “inequalities”. The methodological background 

of conducting cost-effectiveness analysis that takes into account inequality has 

been introduced by the Centre for Health Economics (CHE) of York 

University. In South Kore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n colon cancer have 

been previously completed with consideration of health disparities. Such 

analysis was done using the Atkinson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which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methodology proposed by the 

CHE. However,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cervical cancer that emb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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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 is rare worldwide.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n cervical cancer with the aim of increasing 

screening uptake as South Korea has a comparatively low screening rate than 

other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because regional disparities 

exist in screening rates.

Methods: Cost-effectiveness analysis was done using the Markov cohort 

simulation model. The unit of effectiveness was 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 Analysis was done in the limited social perspective which included 

direct medical costs, indirect medical costs, and caregiving costs but excluded 

human resources costs.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screening uptake was: 1) 

Provide papanicolaou smear cytology to females aged 20 or above every 2 

years according to the 2016 cervical cancer screening guidelines and offer 

secondary diagnosis in the case of positive results (current), 2) In addition to 

the current strategy, send mails at screening years that strongly suggest cancer 

screening to residents of cities or provinces with higher cervical cancer 

mortality rates than the national average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to 

selected regions), 3)  Send mails at screening years that suggest cancer 

screening to all individuals (universal ordinary screening recommendation), and 

4) Send mails at screening years that strongly suggest cancer screening to all 

individuals (universal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It was assumed that 

additional costs will incur for strong and ordinary screening recommendation 

mails and that screening uptake will increase (costs: ￦500, ￦1000; 

effectiveness: uptake increase by 6%, 12%). Distributional cost effectivenes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wo different methods. The first method 

measu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st effective strategy when inequality 

aversion is increased and the regional inequality adjusted effect of the least 

unequal strategy through the CHE. The second method calcul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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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effectiveness of strategies using the Atkinson ICER.  

Results: The threshold value for this study was set at GDP per person 

($25,990 per person based on 2016 values). Under this value, the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to selected regions’ (ICER: ￦7,361,145), the 

‘universal ordinary screening recommendation’ (ICER: ￦8,584,172), and the 

‘universal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ICER: ￦11,506,849) were all 

within limits. Of the three strategies, the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to 

selected regions’ was the most cost-effective strategy. This was also true when 

societal inequality aversion increased under the distributional cost-effectiveness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inequalities. In contrast, the ‘universal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showed the highest inequality adjusted 

effect. 

Conclusions: This study was the first to conduct distributional cost 

effectiveness with consideration of regional disparities in screening uptake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cervical cancer screening rate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insights. The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to selected regions’ 

was the most cost-effective in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Such tendencies 

were also found in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conducted accounting for 

inequality. However, if the main objective is to maximize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inequality, the ‘universal strong screening recommendation’ can be 

considered by policy makers.  

Efficiency and equity are objectives that must be concurrently sought in 

health policy. Although there are currently several cost-effectiveness 

methodologies that consider inequality, there is no international standar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economic evaluation methodologies that 

takes into account both efficiency and equity and are applicable to the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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