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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C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잠복기가 길고 대부분 무증상이라 만성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어 치명적인 합병증과 사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에 정부는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표본 감시기관의 수가 적고 신고율이 저조하며, 표본 감시대상이 아닌 의

원, 요양병원에서의 감염발생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내

에서 의원 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되면서, C형 간염의 감

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아직 국민의 인식이 낮고 감염의 

원인도 불확실하고 복합적이서 역학적 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

는 감염의 주요 원인인 주사 등 침습적 행위가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

치는 영향을 침습행위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에서 2004

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침습적 행위로 인해 C형 간염 진

단코드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 1,651명을 실험군으로 하였고, 성, 연령, 주

사 등 침습적 행위의 시작시점에서 C형 간염 진단 시간까지의 기간이 같

은 C형 간염으로 진단되지 않은 사람 5,027명을 대조군으로 1:3 매칭하여 

연구대상으로 6,678명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Nested case-control 

study로 매칭된 코호트자료 내에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주사 등 침습적 행

위가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고, 오즈비를 추정하였

다. 

 연구 결과,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평균 횟수는 환자군에선 94.2±240.2, 

대조군에서는 6.8±5.3회이었고,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C형 간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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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1.005배(P<.0001) 많았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평균 46.00±188.7회로 침습적 행위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종합

병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순이었다. C형 간염 상

대위험도는 의원이 1.031배(P<.0001), 한의원 1.029배(P=0.0133), 요양병

원, 치과,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높았다. 환자 개개인에게 행해진 침습행

위의 종류에 따른 C형 간염의 발생을 분석한 결과 피하 및 근육내, 정맥내 

주사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 연구 결과,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빈도 및 종류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며, 피하 및 근육내, 정맥내 주사의 침습적 행위

가 많을수록 C형 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을 제

외한 종별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 빈도 횟수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의원과 한의원에서 높았다. 따라서 국민의 합리

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일환

으로 전 의료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기적인 모니

터링 등의 대책 및 정책의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C형 간염, 지정 감염병, 주사 등 침습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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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2년 만에 달성

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유승흠, 박은

철, 2009). 한국의 보건의료체계현황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민간 의

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이

러한 민간 의료체계의 우세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완성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지만, 치료위주의 공급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예방과 건강

증진 서비스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및 신종 감

염병의 대응에는 취약성을 가지므로 체계적이고 정부 주도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오영호, 2013).

  정부는 감염병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1-5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 환자 발생의 전수(全數)보고가 어

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유행여부를 조

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감염병’으로 정해 표본

감시(sentinel surveillance)를 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2012).

  간염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간을 주로 침범하는 전신성 감염으로 급성,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 이중 C형 간염(ICD10: 

B17.1, B18.2)은 만성 간염,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어 치명적인 

합병증과 사망을 유발할 수 있어 질병의 발생 규모나 유행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향의 변화 양상 및 고위험군을 파악해 신속히 유행에 대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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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김선주, 2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표본기관을 지정

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

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C

형 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의 병원체가 확인된 환자와 HCV 유전자 검출이 된 병원체 보유자, 

즉 임상 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가 확

인된 사람에 대해 매주 1회,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

다(양병국, 20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C형 간염은 2000년에 지정 감

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현재 약 180개 의료기관에서 지정 감염병으

로 분류되어 표본 감시체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감시결과, 2004년 1.657

건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08년 6407건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

는 4.126건으로 2013년(3.703건)보다 증가하였으나 의료기관 당 환자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지정 감염병인 이유로 전수 감시가 아닌 표본감시 참가 

의료기관의 수가 적고 실제 신고율도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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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C형 간염신고현황

연도 신고건수 기관당 신고건수

2004 1,657 24.4

2005 2,843 30.6

2006 4,401 34.9

2007 5,179 33.0

2008 6,407 41.3

2009 6,406 34.8

2010 5,629 34.5

2011 4,316 43.2

2012 4,272 44.0

2013 3,703 41.1

2014 4,126 35.0

   

* 기관당 신고건수=신고된 환자건수/1번 이상 신고에 참여한 의료기관수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5)

  질병관리본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C형 간염 신고 환자 수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띄지 않고 있는데, 이는 C형 간염이 전수 조

사를 하는 A형, B형 간염과 달리 표본 감시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자료를 

분석하는 표본 감시 체계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C형 간염 표

본 감시 기관수를 보면 2001년 643개, 2002년 677개, 2003년 728개, 2004년 

788개, 2010년 1,024개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이들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신

고 참여율이 낮아 국내 C형 간염 환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며, 

2011년부터는 표본 감시기관의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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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형 간염 표본감시기관 수(2001-2014.7) 

년도 합계

2001 643

2002 677

2003 728

2004 788

2005 833

2006 877

2007 873

2008 889

2009 1,035

2010 1,024

2011 167

2012 170

2013 164

2014.7.31 172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5)

 

  이와 같이 특정 의료기관,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집단 C형 간염

이 발생해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의원, 요양병원 등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이 아니면 집단발병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대한 간학회에서 실시한 ‘간염관련 인식 및 예방접종 검사실태’에 따

르면 국민의 10.4%만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발적 검진 외에 헌혈이나 수술 등으로 C형 간

염 감염여부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최근에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2015년10월), 원주 한양 

정형외과, 제천 양 의원(2016년 1월) 등 표본 감시기관이 아닌 의원 급 의

료기관을 중심으로 C형 간염의 집단감염 발병 사례가 확인되었다. 서울 현

대의원에서의 집단 감염은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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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찾았지만, 집단 발병 시점인 2011-2012년 보다 4-5년가량 늦게 확인

하게 되면서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같이 전수감시 대

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C형 간염에 대해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적으로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3군 법정 감염병의 전수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적극

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전수감시체계로 전환

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집단 감염과 개별 감염 사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

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C형 간염의 조기발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에서 질병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생기는 경제적, 사

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은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하여 

아직까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최상의 예방법은 

감염노출의 빈도를 줄여 감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식이 낮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감염병인 이유로 

정부는 C형 간염 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로 인해 C형 간염 환자들은 병의 진행을 방치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질병의 만성화로 이환율 및 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염의 감시 및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국내에서 역학적 연구가 많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C형 간염의 주요 위

험인자인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빈도 및 종류에 따라 C형 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

며,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관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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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표본코호트 DB자료를 이용하

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의 주요 위험 인자인 주사 등 침습적 의료 

행위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주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받은 빈도에 따라 C형 간

염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종류

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여, 주사 등 침습적 행위가 C형 간염의 감염발

생에 미치는 영향에 처치횟수, 행위의 종류 및 종별 의료기관과의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의 빈도수준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환자들의 특성을 통제한 후,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종류별로 구분

해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다. 

  셋째, 한국의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 주사 등 침습적 행위가 C형 간

염의 감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환자들의 특성을 통제한 후, 

침습적 주사처치의 빈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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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C형 간염

  가. C형 간염

  C형 간염(ICD-10: B17.1, B18.2)의 발생 원인은 HCV(Hepatitis C Virus) 바

이러스로 인한 감염이며 Hepatitis C Virus는  RNA(Ribo Nucleic Acid) 바이

러스로 헤파시바이러스속(Hepacivirusgenus)의 플라비바이러스(Flaviviridae)과

에 속한다. 3개의 구조 단백(core/nucleocapside[C], 2 glycosylated  protein presumed 

to be enveloped[E1 & E2/NSI])과 6개의 비구조 단백(NS2, NS3, NS4a, NS4b, 

NS5, and NS5b)으로 구성되어있다(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4). 

  과거 수혈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간염의 주요 원인 질병으로 밝혀

지지 않다가 1975년에 최초로 NON-A, NON-B 간염으로 질병이 명명되었

고, 감염 원인은 1989년에 미국 Chiron사에서 NON-A, NON-B 형 간염 바

이러스 genome를 처음으로 cloning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져, HCV(Hepatitis C virus)로 명명된 비교적 최근에 입증된 질환이다

(Miyamura et al., 1990).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건강보균자, 간경변증 및 간세

포암종 등 다양한 양상의 질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바이러스이다. HCV 유

전자형은 현재 6개의 유전자형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1, 2, 3형이 흔하

며 4, 5, 6형은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권정현과 배시현, 2008). 특히 

1a와 1b형은 전 세계적으로 HCV 감염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국내의 경우 1b형(45-59%), 2a형(26-51%)유전자 순으로 감염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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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형 중에는 1b형이 85%이상을 차지하고 1a형은 

10%미만이다(정숙향, 2015).

  해외의 경우 1a형은 북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흔하며, 1b형은 극동아시아, 

유럽에서 흔하다. 2형은 1형보다 적으며 3형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견

된다. 침술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2a형이 1b보다 많게 보

고된 바 있고, 서구에서도 주사 남용자의 경우 1a형, 3a형과 4형이 우세하

고, 수혈로 인한 감염의 경우 1b형과 2형이 흔하여, 감염원인과 유전자형이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권정현과 배시현, 2008).

  C형 간염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을 가져서 흔히 

염기 서열의 변이에 따른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고 감염 후 숙주 내에서 다

양한 준종이 출현한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약제 선택 및 치료 

방법, 치료반응 및 효과, 치료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아는 것

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C형 간염의 경우,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B형 간염과 달리 예방접종 분야는 아직 초기단계로 백신의 효과나 스테로

이드, HCV 노출 이후 면역글로불린의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

한열과 황성규, 2007).

  나.  C형 간염의 임상적 특징

  급성 C형 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평균 7-8주로 대부분(70-80%)이 무

증상이며 20%에서 황달이 발생한다. 드물게 피로감 또는 오심, 관절통, 허

약감, 체중 감소 등 비 특이적 증상이 동반되고, 전격성 C형 간염의 발생 

빈도는 극히 드물다. HCV RNA는 노출 후 1주일부터 검출되므로 가장 빨

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anti-HCV는 7-8주에 50-70%에서 검출된다. 그

러나 약 30%에서는 증상 발현 시 anti-HCV가 음성일 수 있으므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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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재검사가 필요하다. 급성 C형 간염의 자연 회복은 대개 12주 내에 이

루어지는데 혈청 ALT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혈중 내 HCV RNA 소실과 

증상 소실로 확인할 수 있다. 급성 간염의 자연회복은 연구자에 따라 

15-45%로 보고되고 있다(권정현과 배시현, 2008)(그림 1).

그림 1. Long-term follow-up of acute hepatitis C,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자료: 권정현, 배시현, 2008)

  국내 만성 C형 간염은 진단 당시에 이미 만성 C형 간염으로 이행된 경

우가 일반적이다. 이미 심각한 만성 간질환의 소견 때문에 3차 의료기관으

로 의뢰된 환자들의 경우 3-5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빈도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거나, 간세포암종이 발병되고 간질환으로 사망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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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후향 연구에서는 HCV에 감염된 지 10-30년 후 17-55(평균 42%)가 간경

변으로 진행하고 1-23%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하며 4-15%가 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향 연구에서는 좀 더 좋은 예후들을 

보이는데, 감염 후 8-16년 경과 시 7-16%에서 간경변이 발생하고 1.7-1.3%

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하며 1.3-3.7%가 간질환 관련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eeff, 2002). 

  C형 간염은 기능의 급격한 기능이상을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에선 

0.5-1.5%정도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잠복기는 평균 5-10주 정도이고 임상

적으로 B형 간염과 유사하지만 국내의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간 경변에서 

간암으로 3년 누적 발생률이 B형 18.3%, C형 22%였고, 6년 누적 발생률은 

B형 34.7%, C형 54.8%로 시간이 갈수록 B형보다 C형에 의한 간암 발생부

담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중명, 2013).

  다.  C형 간염의 역학

  세계보건기구(WHO)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인 중 약 8천만 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만성간염과 함께 간염, 간경변의 위험이 있으며, 

매년 70만 명이 HCV 관련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

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이며  미

국의  Evaluation Of acute hepatitis C infection surveillance(2008)에 의하면 C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매년 거의 4백만 명이 감염되며, 1만 2천 명에

게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2008년 유럽과 북미의 

보고에 의하면, 수혈로 인한 감염 경로가 차단되어 새로 HCV에 감염되는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전 HCV 감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의 진행으

로 HCV 감염과 관련된 사망률과 이환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주사 남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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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꾸준한 증가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HCV 감염 증가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HCV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와 함께 간세포암종을 포함

한 만성 간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 보

유자 현황에 대해 아직까지 인구를 잘 대표하는 HCV 유병률은 알려져 있

지 않다. 2009년 국내 29개 검진센터에서 20세 이상 성인 검진자 291,314명

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지역을 당시 인구로 보정한 HCV 항체 유병률은 

0.78%였고, 이로써 우리나라 성인 HCV 감염자가 약 29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지만 대상이 검진자이므로 일반 인구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Kim, 2013). 2009년 약 29만 명 검진자에서 남자(0.75%)보다 여자(0.83%)가 

더 높았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2)(정숙향, 2008). 

그림 2. 한국인의 성, 연령별 HCV 간염 유병률, 2009 (n=291,314 health check examines)

(자료: 정숙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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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이후 자료에선 국내 C형 간염 유병률을 전 국민의 약 1%인 약 

60 만명으로 추정하나 진단과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내 

여건상 숨어있는 환자수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며, 혈액을 통한 전염병이

므로 노출되지 않은 환자로 인한 향후 유병자수는 더 증가할 위험성이 존

재할 수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C형 간염으로 신고된 

감염환자를 성별 차이에 따라 분석해보면 2012년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

해 근소하게 많다가 2013년부터는 여성의 C형간염 신고건수가 좀 더 많았

다(표 3).

표 3. 성별 C형 간염 신고현황(2010 – 2014. 7)

 남 여

2010년 2,990 2,639

2011년 2,172 2,144

2012년 2,184 2,088

2013년 1,832 1,871

2014.7.31 1,091 1,110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5)

 

  2015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2014기간 만 10세 이상 연령에

서 C형 간염 양성률은 남자 0.5%, 여자 0.7%로 여자가 더 높았으며, 연령

이 높아질수록 양성률은 높았다. 거주지역(만 10세 이상, 표준화)에 따른 

유병률은 남녀 모두 읍, 면 지역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소득수

준이 상에 속하는 그룹에서 남, 녀 모두 유병률이 가장 낮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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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남자 여자

명수
유병률

(표준오차)
명수

유병률
(표준오차)

명수
유병률

(표준오차)
10세이상 17,764 0.6(0.1) 7,851 0.5(0.1) 9,913 0.7(0.1)
19세이상 15,795 0.7(0.1) 6,806 0.6(0.1) 8,989 0.8(0.1)
30세이상 13,915 0.8(0.1) 6,011 0.7(0.1) 7,904 0.9(0.1)
연령(세)
  10-18 1,969 0.1(0.1)** 1,045 0.1(0.1)** 924 0.1(0.1)**

  19-29 1,880 0.2(0.1)** 795 0.1(0.1)** 1,085 0.3(0.2)**

  30-39 2,818 0.3(0.1)* 1,208 0.2(0.1)** 1,610 0.3(0.2)*

  40-49 2,955 0.5(0.2)* 1,287 0.6(0.3)* 1,668 0.5(0.2)*

  50-59 3,125 0.9(0.2)* 1,302 0.8(0.2)* 1,823 1.0(0.3)*

  60-69 2,729 1.3(0.2) 1,234 1.2(0.3)* 1,495 1.3(0.3)
  70+ 2,288 1.9(0.4) 980 1.4(0.4)* 1,308 2.2(0.5)
거주지역
  동 14,347 0.5(0.1) 6,273 0.4(0.1) 8,074 0.6(0.1)
  읍면 3,417 1.2(0.3)* 1,578 1.1(0.3)* 1,839 1.3(0.4)*

소득수준2)

  하 4,277 0.7(0.1) 1,895 0.5(0.2)* 2,382 0.9(0.2)*

  중하 4,455 0.7(0.1) 1,984 0.6(0.2)* 2,471 0.7(0.2)*

  중상 4,442 0.7(0.1) 1,954 0.5(0.2)* 2,488 0.8(0.2)
  상 4,437 0.5(0.1) 1,952 0.5(0.2)* 2,485 0.5(0.1)*

거주지역(표준화)3)

  동 14,347 0.5(0.1) 6,273 0.4(0.1) 8,074 0.5(0.1)
  읍면 3,417 0.9(0.3)* 1,578 0.9(0.3)* 1,839 0.9(0.4)*

소 득 수 준
(표준화)
  하 4,277 0.6(0.1) 1,895 0.5(0.1)* 2,382 0.8(0.2)*

  중하 4,455 0.6(0.1) 1,984 0.5(0.1)* 2,471 0.6(0.1)
  중상 4,442 0.6(0.1) 1,954 0.5(0.2)* 2,488 0.7(0.2)*

  상 4,437 0.4(0.1) 1,952 0.4(0.1)* 2,485 0.5(0.1)*

1) C형간염 항체 양성률 : C형간염 항체가 양성인 분율, 만 10세이상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3)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 )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bility) 25~50%
**:변동계수 50% 이상

표 4. C형 간염 항체 양성률: 성별, 만 10세 이상(2012-2014)

(자료:국민건강통계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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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집단이 아닌 건강한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서울, 경기지역 직장 성인 및 그 배우자의 C형 간염 바이러스 유병률과 업

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류승호, 2003) 업종별로는 제조업(93.6%)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30-40대(80.6-91.7%)가 가장 많았다(표 5).

표 5. 연령별 분포 및 업종별 분포                         (단위: 명, %)

Age 
(year)

Manufacturi
ng industry Service Financial 

business
Wholesale 
business

Construction 
industry

Communication 
business Others

20~29 1,237 
(6.7)

166 
(5.2)

49 
(1.7)

55 
(4.3)

5 
(0.5)

145 
(17.1)

138 
(8.7)

30~39 12,861 
(70.0)

1,848 
(57.8)

1,162 
(39.2)

587 
(45.8)

351 
(34.0)

572
(67.5)

644 
(40.6)

40~49 3,911 
(21.3)

955 
(29.9)

1,503 
(50.6)

555 
(43.3)

597 
(57.7)

121 
(14.3)

618 
(40.0)

50~59 355 
(1.9)

228 
(7.1)

254 
(8.6)

85 
(6.6)

81 
(7.8)

10 
(1.2)

185 
(11.7)

Total 18,364 
(100.0)

3,197 
(100.0)

2,968 
(100.0)

1,282 
(100.0)

1,034 
(100.0)

848 
(100.0)

1,585 
(100.0)

(자료: 대한산업의학회지, 2003)

   라. C형 간염의 부담

  일반적인 감염병은 감염 후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을 보이며 광범위한 전

파를 일으키지만, C형 간염은 잠복기가 평균 50일 가량으로 노출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이 길고 원인 규명이 쉽지가 않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C

형 간염으로 진단이 되는 것은 30%에 불과하며 감염환자의 대부분인 

70-80%가 무증상으로 감염사실을 모르고 검사를 받지 않아 만성 C형 간염

으로 만성화되어 간경변, 간암으로 이환되므로 질병부담이 적지 않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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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20-30년 후 인지가 되고 50-60대 이상의 고령에 

질환이 발생하므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손상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C형 간염 완치를 위해서는 평균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

되며 치료효과가 우수하다. 유전자 1형의 치료 성공률은 1년 치료로 약 

40-50%, 유전자 2형의 치료 성공률은 1년 기간 동안의 치료로 약 70-80%

이다. 근래에는 치료 방법과 신약의 개발로 부작용은 감소하고 치료 성공

률이 높아져 조기 치료 시 약 90%이상 완치도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숙향, 2015).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평균 1년의 시간과 치료 약제에 대한 고가의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되어 본인 부담

금이 하보니 정의 경우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 정은 3,800만원

에서 680만원으로 1차 경감되었고, 2016년 8월에 2차 경감되어 하보니 정

은 750만원, 소발디 정은 650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일부 해당 유전자형에 대해 제한적인 보험이 적용되고 재발한 경우는 보험

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약값의 부담으로 저소득층

의 경우엔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치료 결정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 정밀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이 고가여서 질병에 대한 부담이 큰 질

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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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형 간염의 감염원인

  과거 C형 간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감염 원인은 수혈이었고, 국내에

선 수혈로 인한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1990년대부터 혈액제재에 대한 

헌혈자 선별검사에 HCV 항체검사를 추가하였다. 표6을 보면 헌혈혈액에 

대한 부적격 비율은 2002년에 4.3%에서 2006년 2.4%까지 감소하였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률은 5년간 0.63%가 감소한 반면, C형 간염 바이

러스 항체 양성률은 5년간 평균 0.16%전후로 유지되고 있다(표 6)(백은정

과 김현옥, 2008).

표 6. 2002-2006기간 헌혈자 혈액선별검사에서 viral marker 양성률(%)

2002 2003 2004 2005 2006

HBsAg 0.79 0.55 0.21 0.20 0.16

anti-HCV* 0.21 0.10 0.07 0.23 0.20

anti-HIV* 0.08 0.07 0.07 0.06 0.10

Total† 4.30 3.70 3.10 3.00 2.40

*Positive rates in screening test by enzyme immunoassay, †Total 

positive rate in screening tests including red cell serology, viral 

test, malarial test, and ALT.

(자료: 대한수혈학회지, 2008)

  

2005년 2월부터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모든 헌혈 혈액을 대상으로 HCV 

RNA 핵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윈도우기를 82일에서 23일까지 단축시켰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4). 2005-2009년 총 양성건수는 HCV RNA 475건, 

HIV RNA 94건으로 이중에서 항체 미형성시기(window period)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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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건(HCV 10건, HIV 4건)을 검증해 수혈로 인한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표 7)(백은정과 김현옥, 2008). 

표 7. 2005-2006기간 HIV, HCV 핵산검사 양성률(%)

Total positive cases
Positive cases detected 

during the window period
HCV HIV HCV HIV

2005 246 46 8 4

2006 229 48 2 0

Total 475 94 10 4
 

(자료: 대한수혈학회지, 2008)

 

  우리나라의 C형 간염 감염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비경

구적 감염 경로로 질병이 발생되며 고위험군 집단에는 마약 중독, 성관계

가 복잡한 집단 등이 속한다. C형 간염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행위로 인

해 간염 발생빈도가 높은데, 주로 오염된 주사기나 오염된 기구 사용, 수

혈, 수술 및 항암치료, 이식수술 후 감염사례가 많으며, 혈우병 환자, 주사 

약물 남용자에서 C형 간염이 발생된다.

  가. 수혈

  과거 HCV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1992년부터 수혈 혈액에 대한선별 

검사의 시행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2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1992년 이전 수혈자에 비하여 1992년 이후의 수혈자는 HCV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in et al., 2002). 급성 C형 간염의 경우 

75-85%에서 만성간염으로 진행, 20-25년 후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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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수혈로 인한 HCV 감염자들의 만성 간질환 증가가 예상된다.

  나. 주사 남용

  최근의 북미나 유럽에선 주된 감염 경로로 주사기나 주사침을 공유하거

나 재사용하거나 마약을 혼합할 때 쓰는 도구 등을 혼용하는 행위를 통하

여 감염이 일어나므로 마약 남용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있다. 이들은 

HCV의 주된 감염원이 되고, 개별 환자에서 HCV를 치료하여도 재감염을 

자주 일으키며, HIV, HBV와 같은 중복 감염원으로도 작용한다. 국내에서

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1980년대에 필로폰(Methamphetamine)이 전파되고 

마약 사용자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국내 주사 남용

자 202명의 연구에서 79.2%가 HCV 감염 양성(권정현, 2008), 48-79%(정숙

향, 2015)을 보였고, 이들의 경우 대부분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다. 오염된 기구

  사물에 묻어 있는 혈청내의 HCV는 5일까지 감염력을 유지하는 안정성이 

보고(Doerrbecker et al., 2011)되어 있으므로, 의료 관계 종사자의 경우 감염

된 혈액이 담긴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환자 접촉, 채혈 및 수술 과정 등 

에서 오염된 needle, 기구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감

염예방을 위하여 혈액으로 오염된 의료 도구나 사물의 표면을 깨끗이 소독

해 위생적으로 관리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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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행위

  환자의 배우자 감염빈도는 12.2%로 성접촉에 의한 가능성이 높으며(대한

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2009), 남성 간 성행위, 다수 상대방이나 항문성교

와 같은 위험 성행위도 HCV 감염의 위험 인자이다. 감옥 수감자들도 HCV

감염에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숙향, 2015).

  마. 환자군

  2014년 대한 간학회의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르면 혈액투석환자

에서 6-15%(2000년 이전 보고), HIV감염자에서 5-6%(2013년), 혈우병환자에

선 20%(2012년)의 항체 양성률이 보고되었다. 또한 간이식후 재발, 항암치

료 환자에서 감염 빈도가 높다. 나병환자의 경우에도 피부 병변과 저하된 

면역기능 때문에 HCV 양성률이  67.7%로 높았으며, 산모들에서는 0.9%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표 8).

표 8. Prevalence of Anti-HCV in Korea 

Subject n Year
Anti-HCV,

%

Generation 

of EIA
Blood donors 2,040,151 1997 0.34 3rd
Health check examinees 6,90 2001 2.1 3rd

21,291 2003 0.9 3rd
Pregnant woman 10,644 1995 0.89 2nd
Chidren 2,080 1996 0.82 3rd
Hemophiliacs 104 2002 42.3 3rd
Patient on hemodialysis 224 1997 14.7 2nd
Leprotics 96 1997 67.7 2nd
Injection drug user 185 1997 80.0 2nd

(자료: 권정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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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최근 피어싱이나 문신, 영구화장 등이 유행하고 있고, 대부분 비 의료인

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신용 바늘에 

위한 감염도 보고된 바 있다(Abildgaard, 1991). 

  그 외 수직 감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HCV의 수직감염은 드물다

는 보고(Reinus et al., 1992)도 있는 반면, 모체의 혈청 HCV RNA< 

105copies/mL일 경우 수직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 감염률이 36%라는 보고도 있다(Ohto et al., 1994). anti-HCV 양성 산

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5.6%에서 HCV RNA가 생후 14개월까지 지속되

었고, 산모가 anti-HCV 와 HCV RNA가 동시에 양성인 경우 9.7%로 B형 

간염에 비해 수직 전파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주산기 감염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출생 시 감염된 아기는 일생 동안 심각한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의 가족 내 HCV 감염은 4.1%-5.3%로 타액이나 

손톱깎이나 머리빗, 면도기, 칫솔 등 가족 내 공용 물건에 의한 감염도 배

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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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형 간염에 대한 정책 

  법적 지위는 지정 감염병으로 일부 의료기관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준의 감염병이며, 현재 186개 병원급 이상의 표본 감시기관에게만 신고의

무가 있다. 역학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에 진행하고 있다. 의

료법을 살펴보면 이전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료인에 대하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의 자격정지(법 

제 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의료기관에는 1차 시정명령(법 제 63

조)과 2차 업무정지 15일(법 제 64조)의 민사상 처벌이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 치상과 7

년 의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 257조)의 상해에 대한 형사 처벌(형법)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2015-2016년에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

었고 그리하여 2016년 2월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

한 신고 및 현지 조사 등 종합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었으며, 2016년 5

월 29일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건 위

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사 면허 취소(법 제 65조)조항이 신설 및 자

격정지(법제 66조) 사유로 명시되는 등 의료법이 개정 완료되었다. 

  국내 감염자가 늘면서 국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정 감염병 지정 및 국가검진 도입 등의 제도 개

선안과 C형 간염 등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 등의 여러 정책 방안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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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2014년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한 표본 코호트DB자료를 이용하

였다.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료로서, 전 국민의 2%인 약 

100만 명을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생성하기 위해 체계적 표본 추출방

법으로 추출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모

든 청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변수(거주지, 사망

년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가 포함된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자료를 연결한 코호트 자료로 장기간의 관찰이 가능하여 인과적 

관계분석이 가능한 익명화된 자료이다.

  이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C형 

간염으로 새롭게 진단 받은 자를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하여 C형 간염의 감염에 영향을 주는 원인행위인 모든 종류의 

주사행위를 전부 포함하였으며,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사행위 뿐만 아

니라, 수술 등의 처치 및 마취 등을 위해 행해지는 부수적 처치도 주사행

위로 포함시켰다. 한방의 경우, 침습적으로 행하여 감염의 위험인자가 되

는 모든 시술 및 처치행위를 적용하였으며, 의원에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C형 간염의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혈 매개성 의료

행위로 인해 주상병, 부상병으로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판)에 의해 C형 간염 코드((ICD-10: 

B17.1(Acute Hepatitis C), B18.2(Chronic viral hepatitis C)(WHO 

ICD-10 version: 2016))로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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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C형 간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전체 연구기간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C형 간염을 진단 받은 이력을 가진 자는 제외시키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 진단받은 주상병 혹은 부상병에 C형 간염 코드(ICD-10: B17.1, 

B18.2)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환자군(Case)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C

형 간염의 감염발생은 다른 감염병에 비해 질병의 특성상 발생률이 높지 

않아, 코호트 내 환자군(Case) 대비 대조군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Nested case-control study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대조군의 선정은 환자

와 성, 나이 그리고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처치 시작 시점에서 C형 간염 

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이 같은 C형 간염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추출하여 

1:3 매칭 비율로 선정하였다(그림3).

  매칭된 연구대상자에 대해 일반적 특성 및 의료기관 특성, 의료행위 특

성 등에 따른 두 군 간의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차이와 C형 간염의 감염

발생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Pearson's Chi-square test를 시

행하였다. 성별로 매칭한 연구대상자에 대해 McNemar검정을 하였고, 성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을 유발한 주사 등 침습적 행위가 어

디서, 어떠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병이 되었는지를 보고자, 의료기관을 종

별로 7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침습적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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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의 주요 감염위험인자가 되는 주사 등의 침습적 처치를 받고, 

ICD-10의 질병분류코드 중 주상병과 부상병에서 C형 간염 진단코드

(ICD-10: B17.1, B18.2)로 새롭게 확인된 자를 환자군(Case)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자군과 성, 연령, 그리고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시작시점에서 

C형 간염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이 같으나, C형 간염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

들을 대조군(Control)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C형 간염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200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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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시점 이전 C형 간염 환자 혹은 

C형 간염을 주상병이나 부상병으로 진단받은 자는 제외하였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시점에서 진단받은 주상병 혹은 부상병에 C형 간염 코드

(ICD-10: B17.1, B18.2)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2004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C형 간염의 감염이 새롭게 발생된 환자는 1,651

명이었으며, 이를 환자군(Case)로 선정하였다. 대조군(Control)으로는 

5,027명이 추출되어 1:3의 매칭 비율로 연구대상 인원을 6,678명으로 선

정하였다.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감염의 주요 원인인 주사처치 등의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인

한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여부이다. 새로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환자를 확

인하기 위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까지의 기간에 주상병, 

부상병으로 C형 간염(ICD-10: B17.1, B18.2)을 진단 받은 이력을 가진 

자를 제외시키고, 연구 기간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동안 국내 의료기관에서 주사처치 등의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통

해 새롭게 발생된 C형 간염의 감염발생으로 정의하였다. 

   나. 관심변수

  독립변수는 주사처치 등의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빈도 수준이다. 건강보

험 요양급여비용의 주사에 해당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분류번호 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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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머-1까지에 해당하는 단독적인 주사코드와 한방 시술 및 처치 등 침

습행위의 횟수를 주요 관심변수로 선정하였다. 주사 등 침습적 행위코드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아 C형 간염 발생 전까지 침습적 행위의 총 횟수

를 합산하여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행위 횟수의 차이를 보았다. 또한, 침

습적 행위로 인한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대하여 이용한 의료기관을 종

별로 구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평균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고, 행위를 4가지로 나누어 각 행위가 C형 간염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다. 독립변수

  한국에서 외래나 입원치료를 통해 주사처치 등 침습적인 행위의 의료 서

비스를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면서, 이러한 의료이용을 한 환자가 어

떠한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어떤 종류, 어느 정도의 빈도수준으로 의료이용

을 함으로써 감염이 되었는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 변수 

및 침습행위 종류별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이 

된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감염 원인인 주사 등의 침습적인 의료행위 

빈도에 따른 C형 간염 감염발생과의 관련성을 의료기관 종별 및 침습행위

의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환자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

수준, 장애정도, Charlson 동반질환지표(CCI: Charlson's Comorbidity 

Index), 보험자 유형, 의료이용형태, C형 간염진단 시점 전까지 이용한 의

료기관의 수(단일 의료기관이용, 다기관 의료기관 이용), 혈우병 환자 과거

력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변수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

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의료

행위의 특성 변수는 침습적 행위의 행위 종류별로 피하 및 근육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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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내 주사, 한방시술(침술)의 3개의 그룹과 그 외 나머지 주사코드는 기

타로 구분하여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환자 변수에는 성별과 연령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남성, 여

성으로 구분하였고, 연령변수는 C형 간염이 주로 만성질환자로 40대 이상

의 나이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므로 연령층의 구분은 5개 범주(40세 미

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거주지역

은 읍, 면의 경우 농촌으로, 그 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소

득수준은 수준별로 4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Normal, Mild, Severe로 구분하였고, 보험자 유형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rlson 동반질환의 질환별 가중치 점수는 0, 1, 2, ≥3으로 구분하였으

며, 의료이용형태는 외래와 입원으로, 이용한 의료기관 수는 크게 단일 의

료기관 이용과 다기관 의료기관 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추가로 문

헌고찰을 참고로 환자군 중에서 가장 고위험군으로 20%(2012년)의 유병

률을 보이는 혈우병 과거력에 대하여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정도와 혈우병 

과거력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변수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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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변수의 정의

            변수                정의

관심변수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빈도수준

질병발생이전까지 연구 대상자에게 

가해진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횟수 

독립변수

　

<환자 특성>

성별 남자, 여자

연령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거주지역 도시, 농촌(읍, 면)

소득수준 Q1(하), Q2(중하), Q3(중상), Q4(상)

보험자 유형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 정도 Normal, Mild, Severe
Charlson 동반질환지표 0, 1, 2, ≥3

의료이용형태 입원, 외래
이용한 의료기관 수 Single, Multiple
혈우병환자의 과거력 유, 무

<의료기관 특성>

의료기관 종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의료행위 특성>

침습적 행위별 피하 및 근육내 주사, 정맥내 주사, 

침술, 기타

종속변수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여부

주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C형 간염의 감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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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분석은 코호트 연구의 환자-대조군 연구인 Nested 

case-control study로 C형 간염을 진단받은 환자 대비 성, 연령,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행위 시작시점에서 C형 간염 발생까지의 기간이 같은 C형 

간염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대조군으로 추출하여 총 6,678명을 연구대

상으로 시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여부를 이분형 변수로 나누

어 환자군과 대조군에서의 일반적 특성인 환자의 개인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의료행위 특성 중 연속형 변수의 경우,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비교로 T-test를 시행하였고, P-value는 Pearson's chi-square test를 이

용하여 구하였다. 매칭 비율은 1:3으로 하였고, 성별로 매칭한 연구대상자

에 대하여 McNemar검정을 시행하였다. 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선 짝

지은 자료에 대해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으로 의료기관을 7개 그룹의 종별로 분류해 각 각에서의 주사 

처치 횟수를 구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주사처치 횟수가 C형 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환자 개개인에게 행해진 주사 등의 

침습적 행위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두 군간 C형 간염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버젼(Cary, NC)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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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C형 간염 발생분포의 차이

  연구대상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염발생의 원

인이 되는 의료행위로 인해 주상병이나 부상병으로 C형 간염코드

((ICD-10: B17.1(Acute Hepatitis C), B18.2(Chronic viral hepatitis 

C)(WHO ICD-10 version: 2016))로 새로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환자들

과, 성, 연령,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시작시점에서 C형 간염 발생까지의 

기간이 같고, C형 간염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대조군으로 추출하여 

6,678명을 선정하였다. 환자군은 1,651명으로 전체의 24.7%이었으며, 대

조군은 5,027명으로 전체의 75.3%로 1:3정도의 매칭 비율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10).

  C형 간염이 발생한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임상적 상태, 의료이용의 특

성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염발생에 있어서 분포 차이를 검정하였다.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거주자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

자에서 C형 간염의 발생 분율이 높았고, 환자군과 대조군 간 C형 간염 발

생에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C형 간염의 발생 분율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소득수준에 따라 파악

한 결과, 고소득층에서 27.9%, 중하, 중상층은 각 각 24.0%, 21.4%, 저소

득층에서는 26.6%이었으며, 두 군간 소득수준에 따라 C형 간염발생에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5). 그리고, 건강보험가입

의 유형에 따른 C형 간염의 발생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5.9%,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40.3%,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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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의 분율로 C형 간염이 발생하였고, 환자군과 대조군 간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장애 정도 및 Charlson 동반질환지표(CCI)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

생 분포를 분석해 보면, 정상에서는 73.3%, mild한 장애상태에선 8.7%, 

severe상태일 경우는 18.0%로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이 있었으며,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리고 Charlson의 동반

질환의 질환별 가중치 점수가 0, 1, 2, ≥3인 경우 각 각 23.8%, 26.1%, 

17.3%, 32.8%의 분율로 C형 간염의 발생이 있었고, 환자군과 대조군 간 

감염발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있어서 고위험군인 혈우병 질환의 과거력 유무

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 발생분포를 분석한 결과, 혈우병 과거력이 있었

던 대상자는 3.9%, 과거력이 없었던 대상자는 96.1% 분율로 C형 간염의 

감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과거 혈우병 진단 유무에 따른 C형 간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P=0.6183).

  의료이용의 특징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의료이

용을 외래나 입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입원환자에서는 64.4%, 

외래이용환자 35.6%에서 C형 간염의 감염분포가 있었고, 환자군과 대조군 

간 의료이용의 행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P<.0001). 그리고 의료이용을 한 의료기관의 수에 따른 C형 간염의 발

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7.7%, 다기관을 

이용하였을 때는 92.3%의 분율로 C형 간염이 발생하였고, 두 군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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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C형 간염 발생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Total      Hepatitits C virus infection

P-value(n=6,678) Yes (n=1,651) No (n=5,027)
N(%)       N (%)       N (%)

Total number of injection practices 94.2 ± 240.2 6.8 ± 5.3 <.0001
Sex

Male 3,646 (54.6) 898 (54.4) 2,748 (54.7)
0.8464Female 3,032 (45.4) 753 (45.6) 2,279 (45.3)

Age (years)
Under 40 796 (11.9) 194 (11.8) 602 (12.0)

0.9587
40-49 865 (13.0) 226 (13.7) 639 (12.7)
50-59 1,187 (17.8) 305 (18.5) 882 (17.5)
60-69 1,654 (24.8) 418 (25.3) 1,236 (24.6)
Over 70 2,176 (32.6) 484 (29.3) 1,692 (33.7)

Residence area
Urban 2,955 (44.2) 831 (50.3) 2,124 (42.3)

<.0001Rural 3,723 (55.8) 820 (49.7) 2,903 (57.7)
Income 

Q1 (Low) 1,606 (24.0)  439 (26.6) 1,167 (23.2)

0.0065
Q2 1,598 (23.9)  397 (24.0) 1,201 (23.9)
Q3 1,414 (21.2) 354 (21.4) 1,060 (21.1)
Q4 (High) 2,060 (30.8) 461 (27.9) 1,599 (31.8)

Health insurance type
Employee insured 2,540 (38.0) 666 (40.3) 1874 (37.3)

<.0001Self-employed 
insured 3,906 (58.5) 888 (53.8) 3018 (60.0)

Medical aid 232 (3.5) 97 (5.9) 135 (2.7)
Disabled status

Normal 5,609 (84.0) 1,210 (73.3) 4,399 (87.5)
<.0001Mild 598 (9.0) 143 (8.7) 455 (9.1)

Severe 471 (7.1) 298 (18.0) 173 (3.4)
CCI (Charlson's  Comorbidity Index)

0 2,179 (32.6) 393 (23.8) 1,786 (35.5)

<.0001
1 2,001 (30.0) 431 (26.1) 1,570 (31.2)
2 1,045 (15.6) 286 (17.3) 759 (15.1)
≥3 1,453 (21.8)  541 (32.8) 912 (18.1)

hospital utiliz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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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atient 3,424 (51.3) 1,064 (64.4) 2,360 (46.9)
<.0001Outpatient 3,254 (48.7) 587 (35.6) 2,667 (53.1)

Number of hospital 

utilization (이용한기관수)

Single 2,469 (37.0) 127 (7.7) 2,342 (46.6)
<.0001

Mulitiple 4,209 (63.0) 1,524 (92.3) 2,685 (53.4)
Previous diagnosis of haemophilia

Yes 277 (4.1) 65 (3.9) 212 (4.2)
0.6183No 6,401 (95.9) 1,586 (96.1) 4,815 (95.8)

Total 6,678 (100.0) 1,651 　 (100.0) 5,027 　 (100.0) 　

2. C형 간염 감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population으로 하여 C형 간염을 주상병, 부

상병으로 하는 환자를 case로 하였으며, 성 및 연령, 주사 등 침습적 행위 

시작시점에서 C형 간염 발생까지의 기간이 같은 사람을 Control로 1:3 매

칭하여 T-test, Pearson's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11). 

  이 연구에서 대상 환자군의 평균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총 횟수는 

94.2±240.2이었고, 대조군에서는 평균 6.8±5.3회이었다(표10). 대조군 대

비 환자군에서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평균 총 횟수에 따른 상대위험도는 

1.005배(95% 신뢰구간 1.004-1.008, p<.0001) 높아 주사 횟수의 차이에 

의한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거주자에서의 C형 간

염의 감염발생에 비해 읍, 면 등 농촌지역거주자에서 0.728배(95% 신뢰구

간 0.633-0.837, P<.0001)로 적게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하였다.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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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차이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상층의 경우 

1.205배(95% 신뢰구간 0.986-1.473, P=0.069), 중하층 소득자는 1.211

배(95% 신뢰구간 0.995-1.473, P=0.056), 저소득층 소득자에서는 1.229

배(95% 신뢰구간 1.004-1.505, P=0.046)많이 발생하였다. 건강보험가입 

유형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장 가입자에 비

해 지역 가입자에서의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은 0.881배(95% 신뢰구간 

0.760-1.018, P=0.084)로 적게 발생하였고,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2.095배(95% 신뢰구간 1.434-3.062, P=0.000)

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Normal, Mild, Severe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장애

정도가 Mild한 경우는 1.040배(95% 신뢰구간 0.817-1.322, P=0.752)높

았고, 장애가 심한 환자에서는 2.141배(95% 신뢰구간 1.601-2.864, 

P<.0001)높아 장애정도의 차이에 따라 감염 발생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Charlson 동반질환의 질환별 가중치 점수인 CCI 지표 ( 0, 1, 2, ≥

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CCI ‘0’ 대비 ‘1’인 경우 1.145배(95% 신뢰

구간 0.945-1.387, P=0.166) 많이 발생하였고, ‘2’에서는 1.603배(95% 

신뢰구간 1.285-2.000, P<.0001), CCI ‘≥3’은 2.029배(95% 신뢰구간 

1.659-2.483, P<.0001)많이 감염이 발생하였다. 복합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 중증도가 커질수록 C형 간염 감염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 이용행태에 따른 주사 등 침습적 처치행위로 인한 C형 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외래에서 C형 간염의 발생보다는 입원

시 C형 간염 발생이 2.225배(95% 신뢰구간 1.918-2.580, P<.0001)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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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사 등 침습적 행위에 따른 C형 간염 발생 위험의 상관성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Incidence of hepatitis C virus
Unadjusted Adjusted

Odds 
ratio

95% CI p-value
Odds 
ratio

95% CI p-value

Total number of injection practices 1.008 (1.007-1.010) <.0001 1.005(1.004-1.006) <.0001
Residence area

Urban 1.000 - - 1.000 - -

Rural 0.720 (0.643-0.806) <.0001 0.728(0.633-0.837) <.0001

Income 
  Q1 (Low) 1.313 (1.126-1.538) 0.001 1.229(1.004-1.505)  0.046

Q2 1.160 (0.991-1.357) 0.064 1.211(0.995-1.473)  0.056

Q3 1.164 (0.994-1.368) 0.064 1.205(0.986-1.473)  0.069

Q4 (High) 1.000 - - 1.000 - -
Health insurance type

Employee insured 1.000 - - 1.000 - -
Self-employed insured 0.827 (0.736-0.930) 0.002 0.881(0.760-1.018)  0.084

Medical aid 2.111 (1.585-2.811) <.0001 2.095(1.434-3.062)  0.000

Disabled type
Normal 1.000 - - 1.000 - -
Mild 1.158 (0.941-1.427) 0.166 1.040(0.817-1.322)  0.752

Severe 6.738 (5.456-8.321) <.0001 2.141(1.601-2.864) <.0001

CCI (Charlson's Comorbidity Index)
0 1.000 - - 1.000 - -

다. 그리고 C형 간염진단 시점 전까지 이용한 의료기관의 수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단일 의료기관

을 이용한 환자보다 여러 기관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에게서 C형 간염의 

발생이 9.388배(95% 신뢰구간 7.531-11.703, P<.0001)높아 의료이용 특

징에 따른 C형 간염발생에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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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9 (1.127-1.544) 0.001 1.145(0.945-1.387)  0.166

2 1.854 (1.546-2.224) <.0001 1.603(1.285-2.000) <.0001

≥3 3.094 (2.621-3.652) <.0001 2.029(1.659-2.483) <.0001

Hospital utilization type                  
Inpatient 2.219 (1.964-2.507) 0.001 2.225(1.918-2.580) <.0001

Outpatient 1.000 - - 1.000 - -
Number of hospital utilization           

Single 1.000 - - 1.000 - -
  Multiple 13.069(10.571-16.157) 0.001 9.388(7.531-11.703) <.0001

3. 의료기관 종별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빈도수준에 따른 C형 간염 

감염발생의 차이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횟수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환자군 1,651명과 대조군 5,027명에서 총 주사 횟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C형 간염이 발생한 환자군 1,651명의 평

균 주사 총 횟수는 94.2±240.2회이었으며, 환자군과 같은 기간에 주사를 

맞았으나 C형 간염이 발생하지 않은 5,027명의 정상 대조군에서의 평균 

주사 횟수는 6.8±5.3회이었다. 환자군에서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상대위험

도는 1.005배(95% 신뢰구간 1.004-1.006, P<.0001)높아 주사 횟수에 따

라 질병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11). 

  연구 대상자인 전체 6,678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발생 이전까

지의 환자 개개인에게 가해진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횟수를 계산하고, 의

료기관을 종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여 각 종별 의료기관에 대한 주사 

등 침습적 처치행위 수준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시 거주지역(Urban, Rural), 소득수준(Q1(하), Q2

(중하), Q3(중상), Q4(상))과 건강보험가입 유형((건강보험가입대상자(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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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정도(Normal, Mild, Severe), CCI(Charlson 

동반질환지표, 0, 1, 2, ≥3), 의료이용형태(입원, 외래), 이용한 의료기관 

수(Single, Multiple)의 변수에 대하여 보정을 실시한 후 상관성을 비교 및 

분석해 보았다(표12). 

  C형 간염의 감염이 발생된 환자군 1,651명에 대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주사 등 침습적 처치를 받은 행위의 전체 평균 횟수를 분석해 종별로 구분

해 나누어 보았을 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10.07±65.3회, 종합병원

은 평균 16.65±83.5회, 병원의 경우는 평균 14.16±80.3회, 의원에서는 

평균 46.00±188.7회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평균 5.83±46.1회, 치과에선 

평균 1.40±20.7, 요양병원은 평균 0.14±2.6회의 주사 등 침습적 처치를 

받았다. 빈도순으로 보면 의원,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한의원, 치

과, 요양병원 순으로 주사의 처치를 받았으나, 주사로 인한 C형 간염의 감

염발생은 의원에서 1.031배(95% 신뢰구간 1.016-1.045, P<.0001), 한의

원이 1.029배(95% 신뢰구간 1.006-1.053, P=0.0133), 요양병원 1.011배

(95% 신뢰구간 1.005-1.018, P=0.0007)이었으며, 다음으로 치과가 

1.008배(95% 신뢰구간 1.003-1.014, P=0.0039), 병원은 1.006배(95% 

신뢰구간 1.003-1.010, P<.0001), 종합병원 1.002배(95% 신뢰구간 

1.001-1.003, P<.0001), 상급 종합병원 0.956배(95% 신뢰구간 

0.895-1.020, P=0.173)순의 상대위험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대조군에서는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평균 횟수가 현저히 적

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로 받은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평균 

9.87±14.0회이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군에서 평균 10.07±65.3

회 주사 등 침습적 처치를 받아 C형 간염이 발생하였고, 대조군에선 평균 

9.87±14.0회 주사 등 침습적 처치를 받았지만 C형 간염의 감염이 되지 

않아, 상대위험도 0.956배(95%신뢰구간 0.895-1.020, P=0.173)로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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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의료기관 종별 C형 간염의 감염발생 분석

　 Incidence of hepatitis C virus

Yes (n=1,651) No(n=5,027) Adjusted
p-value

M±SD M±SD Odds ratio 95% CI

Type 
of 

medical 
classifi
cation

at tertiary hospital 10.07 ± 65.3 9.87 ± 14.0 0.956 (0.895-1.020) 0.173

at general hospital 16.65 ± 83.5 1.41 ± 18.6 1.002 (1.001-1.003) <.0001

at hospital 14.16 ± 80.3 0.43 ± 9.5 1.006 (1.003-1.010) <.0001

at clinic 46.00 ± 188.7 3.31 ± 41.9 1.031 (1.016-1.045) <.0001

at Korean medicine 5.83 ± 46.1 0.56 ± 8.8 1.029 (1.006-1.053) 0.0133

at dental hospital 1.40 ± 20.7 0.06 ± 1.6 1.008 (1.003-1.014) 0.0039

at sanatorium 0.14 ± 2.6 0.05 ± 0.9 1.011 (1.005-1.018) 0.0007

* Adjusted for residence area. Income level(Q1~Q4), health 
insurance type, disabled status,  CCI,  hostpital utilization type, 
number of hospital utilization

간 주사 횟수의 빈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 의료기관에서는 주사 횟수

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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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사 등 침습적 행위별 빈도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차이

  환자군 1,651명, 대조군 5,027명의 연구대상자 6,678명에 대하여 의료

기관에서 질병 발생 이전까지의 환자 개개인에게 가해진 주사 등의 침습적 

처치를 행위 종류별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빈도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표13). 

  피하 및 근육내 주사의 경우, C형 간염이 발생한 1,651명의 환자군에선 

환자 개개인이 평균 73.74±213.9 회의 빈도로 주사를 맞았고, 환자군과 

같은 기간에 주사를 맞았으나 C형 간염이 발생하지 않은 5,027명의 대조

군에서는 평균 5.46±40.7회의 빈도로 주사 처치행위가 있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상대위험도가 1.005배(95% 신뢰

구간 1.003-1.006, P<.0001) 높았고, C형 간염의 발생에 있어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맥내 주사처치에 대한 분석을 

보면, 대조군에서는 10.89±79.7회의 빈도로 정맥내 주사를 맞았고, 환자

군에서는 환자 개개인이 평균  92.38±239.9회의 빈도로 주사처치를 받았

으며 대조군에 비해 C형 간염의 상대위험도는 1.005배(95% 신뢰구간 

1.001-1.009, P=0.0221) 높았고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에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방치료로 환자 개개인이 침술 등 시술행위를 받은 빈도는 환자군에서 

평균 153.77±300.7회로 가장 많은 빈도로 침습적 행위를 받았으며, 대조

군에 비해 상대위험도가 1.048배(95% 신뢰구간 0.917-1.197, P=0.4938)

로 다른 종류의 주사처치에 비해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위험은 높았지만, 

주사 횟수의 빈도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있어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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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종류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분석

　 Incidence of hepatitis C virus
Yes (n=1,651) No(n=5,027) Adjusted

p-value
M±SD M±SD Odds ratio 95% CI

Type
of

injection
practices

Hypodermic
and

intramuscular
73.74 ± 213.9 5.46 ± 40.7 1.005 (1.003-1.006) <.0001

intravenous 92.38 ± 239.9 10.89 ± 79.7 1.005 (1.001-1.009) 0.0221

Acupuncture 153.77 ± 300.7 8.01 ± 133.9 1.048 (0.917-1.197) 0.4938

Others 56.57 ± 172.5 2.84 ± 2.9 1.001 (0.986-1.018) 0.3845

* Adjusted for residence area, Income level(Q1~Q4), health 
insurance type, disabled status, CCI, hospital utilization type, 
number of hospital utilization

 기타 주사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서 2.84±2.9회 주사를 맞았고, 환자군에

서는 환자 개개인이 56.57±172.5회 빈도로 주사처치를 받았다. 대조군 대

비 상대위험도는 1.001배(95% 신뢰구간 0.986-1.018, P=0.3845)이었으

며, 주사 횟수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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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DB자료를 이용해 주사 등 침습적 처치

행위의 종류 및 의료기관 종별로 처치 횟수가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C형 간염이 새롭게 발생된 환

자를 확인하기 위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시

점 이전 C형 간염 환자 혹은 C형 간염을 주상병이나 부상병으로 진단받은 

자는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 및 설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C형 간염의 감염에 

영향을 주는 단독적인 혹은 복합적인 주사 등의 침습적 행위로 요양급여비

용의 분류에 따른 의료행위인 수혈 및 이식, 처치 및 수술, 투석, 치과 및 

한방시술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 시 행해진 주사 등 침습적 행위를 연구대

상으로 국한시켰다. 이를 통해 C형 간염 진단을 새로 받은 환자 1,651명

을 추출하여 환자군(Case)으로 선정하였다. C형 간염은 기타 감염병에 비

해 발생률이 낮아 감염요인의 분석을 위해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로 

연구 설계를 하였고, 대조군은 성, 연령, 주사 등 침습적 처지 행위의 시작

시점에서 C형 간염 진단 시간까지의 기간이 같은 C형 간염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5,027명을 추출하여, 매칭 비율은 1:3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6,678명의 연구 대상자에 대하여 감염의 

주요 원인인 주사 등 침습적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된 C형 간염

의 감염발생 여부이다. 그리고 연구기간동안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행위횟수를 관심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외래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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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여 주사 등 침습적 처치 행위의 의료이용을 한 환자가 어느 의료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침습적 처치를 받아 C형 간염이 발생되었는지의 관

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성별, 연령별, 거주지

역, 소득수준, 장애정도, Charlson동반질환지표(CCI), 건강보험가입 유형, 

의료이용형태, 이용한 의료기관의 수, 혈우병 과거력 등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이들 변수로 보정하여 침습적 의료행위를 피하 및 근육내 주사, 

정맥내 주사, 침술, 기타주사,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 변수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7개의 그룹

으로 분류해 빈도수준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연구 분석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Pearson's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고, 성별

로 매칭한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McNemar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성을 제외

한 나머지 변수에선 짝지은 자료에 대해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하여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가 국내 29개 검진센터, 20세 이상 성인 검진자 291,314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 인구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과 달리

(Kim DY et al., 2013), 이 연구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정보를 이용해 주사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C형 감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로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환자군 정의에 있어서 제한점을 갖는데, 대한 간학회

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4%만이 검진을 받아 C형 간염

여부의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C형 간염진단을 위한 검사에 있어서 증상을 

인지하여 이루어지는 검사보다는 수술, 수혈 등 다른 의료행위 시 행해지

는 사전검사를 통해 대부분 감염을 알게 되므로, 환자군 선정에 있어서 전

체의 의료 행위 시 행해지는 주사 등 침습적 처치로 청구가 들어온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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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 부상병으로 C형 간염진단코드를 가진 자 만을 선정하였다. 그러

므로 감염발생 환자 수에서 숨어있는 환자 수는 감안하지 못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혈 매개성 전염병이므로 노출되지 않

은 환자에 의한 감염으로 향후 유병자수는 증가할 위험성이 높아, 추후 계

속적인 C형 간염환자에 대한 추적관찰 및 연구가 필요하다. 

  C형 간염은 감염 행위의 확인이 어렵고, 증상인지기간이 장시간 소요되

어 감염시점 및 원인추적이 곤란하다. 그리하여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고, outcome이 C형 간염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 코호트 내에서 대조군을 선정한 nested case-control study로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DB자료에서 C형 간염으

로 파악된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종별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 외의 C형 간

염의 감염발생의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환 지속기

간이나 치료시간, 주사처치과정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DB

자료에서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병률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권정현, 배시현(2008)연구에 의하면 첫째, HCV 선별검사가 시작

되면서 수혈로 인한 감염은 차단되어 새로 감염되는 인구수는 감소되었지

만, 이전 HCV 감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의 진행으로 노인인구에서 간세포

암종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유병률 연구와 더불어 시간 경과에 따른 삶의 질 변화 및 고령인

구에서의 질병부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C형 간염의 

severity와 rapidity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감염시기의 나이, 음주력, 비만

과 지방간 등의 숙주인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선 C형 간염의 감염발생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와의 상관성

을 주사 등 침습적 처치 행위의 횟수로 국한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행태가 C형 간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건강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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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도 요구되어진다. 

  최근에 주요 감염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과 의료기관의 오염된 기구사

용에 의한 감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의

료기관에서의 진료시간, 재무현황, 의료인력, 의사 수 등 의료기관 특성 설

명변수를 세부적 지표로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감염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다면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대책 및 감염정책을 보다 합리적

으로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의 종별 및 침습행위 종류별로 C형 간염의 감

염 발생에 주사 등의 침습적 처치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

구이다. 이에 감염의 위험요소인 의료행위를 통해 C형 간염진단을 받은 환

자군을 선정하고, 성, 연령, 주사 등 침습적 처지행위의 시작시점에서 C형 

간염 진단 시간까지 기간이 같고 C형 간염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대조

군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해 일반적 특성 및 의료이

용형태, 이용한 의료기관의 수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였고, 의료기관 변수

인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주사 행위의 빈도수준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피하 및 근육내 주사, 

정맥내 주사, 침술, 기타 등 4그룹으로 구분한 의료행위 특성변수를 이용

하여 주사 등 침습행위의 종류별로 환자 개개인의 주사행위 빈도수준에 따

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권근용 등(2014)은 C형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연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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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유병률은 전국적으로 2002년에 34,137명이었고, 점차 증가하여 

2011년은 52,091명이었으나 2007년 이후는 일정 수준으로 환자수가 유지

되는 추이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자료에 의한 C

형 간염 환자의 신고현황과도 격차를 보였다(표 1). 또한, 이 연구의 2004

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100만 DB자

료에서 추출한 새롭게 감염된 C형 간염 환자수인 1,651명과도 상당한 차

이를 보였다. 그리고, 2015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의하면 거주지역에 따른 

유병률은 남녀 모두 읍, 면의 농촌지역이 높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

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C형 간염의 감염환자가 많았고, 지역에 따른 C형 

간염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의료의 접근성이 농촌

지역보다 도시거주자가 좋아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횟수도 많아지고, 감

염노출의 기회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이 높음으로 추

정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발생률은 고소득 대비 중간 소득자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환자군에서 상대위험도가 1.229

배 높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C형 간염의 감염발

생이 대조군 대비 환자군에서 2.095배(95% 신뢰구간 1.434-3.062, 

P=0.000) 많았다. 이는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발표와 동일한 결과이

었다. 공현주 등(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교육수준에 따른 HCV 

감염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HCV 감염위험이 낮았

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P=0.0001). 

  또한,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C형 간염 발생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장애정도가 심한 환자에서 2.141배 높았고, Charlson 동반질환의 질

환별 가중치 점수는 '0'에 비해 단계가 높아질수록 감염발생이 높아져 '≥3'

인 경우 2.03배 C형 간염의 감염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복합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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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갖는 중증도가 큰 환자일수록 C형 간염 감염발생과의 연관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주사 등 침습적 

처치횟수의 증가로 인한 감염노출 기회의 증가로 C형 간염의 발생이 많아

짐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이용행태와 의료기관 이용 수에 따른 감

염과의 연관성 분석결과를 보면, 외래이용 보다는 입원환자에서 상대 위험

도가 2.225배(95% 신뢰구간 1.918-2.580, P<.0001) 높았고, 단일기관보

다는 다기관 이용자에서 상대 위험도가 9.388배(95%신뢰구간 

7.531-11.703, P<.0001)로 상대 위험도가 매우 높아 아주 커다란 관련성

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별 의료기관에서의 주사 등 

침습적 처치행위 수준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을 분석한 결과, 환자군

의 평균 주사 등 침습적 행위횟수는 94.2±240.2회이었고, 대조군에서는 

6.8±5.3회로서, 두 군간 주사 횟수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환자군에서 주사 등 침습적 행위 횟수는 의원에

서 46.00±188.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 한방병

원, 치과, 요양병원 순으로 침습적 행위가 있었다. 상대위험도도 의원에서 

가장 높았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주사 횟수는 5.83±46.1로 많지 않았지

만, 상대위험도는 1.029배(95% 신뢰구간 1.006-1.053, P=0.0133)로 의

원 다음으로 높았다. 그리고 주사 등 침습적 처치를 행위별로 분석한 결과

를 보면 피하 및 근육내 주사, 정맥내 주사행위인 경우 대조군 대비 환자

군에서의 C형 간염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침술의 경우는 침습적 처

치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환자군에서 C형 간염발생의 상대 위험도는 

1.048배(95% 신뢰구간 0.917-1.197)로 가장 높아, 국내 농촌지역에서 시

행했던 연구(2002)에서의 반복하여 침을 맞았을 경우 HCV 감염의 위험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와 결과가 무관하지 않아 보이지만,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4938).

  2015년 말 ~ 2016년 기간에 의원 급에서 집단감염의 발병사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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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C형 간염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였

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 보도설명 자료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의원 급 기

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확인조사에서 소독과 손세척 미흡에 대한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C형 간염

의 감염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의원 급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주사 등 침습적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C형 간염의 감염발

생 상대위험도도 다른 종별 의료기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C형 간염의 질병 특성상, 감염 발생이 언제, 어떠한 종별 의료기관

에서 어떤 종류의 의료 행위를 받았을 때 발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제

한점이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감염이 발생한 C형 간염 환자의 과거 의료이

용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추적함으로써 주요 감염위험요소

인 주사 등의 침습적 행위 및 빈도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지를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 연구는 C형 간염 감염발생과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HIV, 성

병 등의 질병이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자료에서 Masking되어 이러

한 자료의 한계로 환자 개인 특성에 대한 보정이 덜 되었으며, 코호트 내

에서의 환자-대조군 연구이므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지 않은 제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C형 간염에 대한 역학 자료가 정부차원에서 

행해진 연구 외에는 드물며, 선행연구들은 특정지역 및 병원기반에서의 유

병률이나 간경변증, 간암 등 간질환 관련 위험요소 및 치료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진 것에 반해,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코호트DB 자료

에서 C형 간염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의료 행위의 특성변수인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종류별 및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주사 등 침습

적 처치 행위의 빈도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

석,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는데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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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의 국민이 주사 등의 침습적 처치를 받고 C형 간염이 발

생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기관 이용의 특성, 침

습행위의 종류,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주사 등 침습적 행위의 빈도수

준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C형 간염의 감염발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도시 거주자, 의

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자 및 장애가 심한 환자, Charlson 동반질환지표가 

높을수록 C형 간염에 대한 감염발생의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이는 의료의 

접근성, 건강상태에 따른 주사처치 횟수와 상관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감

염위험에 노출되는 기회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의료이용의 특성

분석 결과, 외래보다는 입원환자, 의료기관을 여러 기관 이용한 경우가 감

염 발생이 더 많았다. 또한,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평균 횟수가 현저히 많아, 주사 등 침습적 처치의 횟수와 C형 간염

의 감염발생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의료기관 종별 분석

결과,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주사 횟수에 따라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의원과 한의

원에서 높았다. 의료행위를 구분해 보았을 때, 피하 및 근육내 주사, 정맥

내 주사의 침습적 행위가 많을수록 C형 간염의 발생확률이 높았다. 침술은 

다른 종류의 주사처치에 비해 C형 간염의 감염 발생위험은 가장 높았지만, 

주사 횟수의 빈도에 따른 C형 간염의 감염발생에 있어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주사 등 

침습적 행위빈도에 따른 C형 감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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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정은 감염 의심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가 곤란하

며,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

다. C형 간염의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감염 원인인 주사행

위로 인한 감염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감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써 C형 간염의 감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소비

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의

료공급자인 의료기관, 의료진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 

관리평가를 의원 급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질 관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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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injection practices on the incidence of 

hepatitis C virus infections in South Korea

            Jung Eun Shim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Purpose To examine hepatitis C virus infections via injection practices, we 

analyzed the effect of injection practices on the incidence of HCV(hepatitis C 
virus), considering attribute data of patient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injection practices.

  Design of Analysis Method We selected 1,651 patients (case group) from 

the patients, who have been infected HCV through medical practices that 
possess risk factors of HCV transmission, which were conducted between 
January 1st of 2004 and December 31st of 2013, which is verified by HCV 
diagnosis code. 5,027 people in control group are randomly chosen from 
non-HCV group whose three conditions, which is gender, age, the injection 
point, are the same with the experimental group. Designing the analysis of 
generalized attribute data of two groups, the study used T-Test. The research 
is based on nested case-control study, setting the matching ratio as 1:3, and 
conducted multivariate analysis in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finding odds 
ratio. 

  Result of analysis While the average number of injection practices 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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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atients group) is ± , the average in control group (non-HCV) 
is ±(P<.0001). The odds ratio of patients group due to injections is 
1.005 times (95% CI 1.004-1.0065, P<.0001)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racking each 6,678 research object, the study counted the number of 
injection practices that have been treated before the diagnosis to classify by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Korean medicine hospital, dental hospital, sanatorium. The patients group have 
had most of the injection practices at clinic (average: ±). The odds 
ratio is 1.031 (95% CI 1.016-1.045, P<.0001) at clinic, 1.029 (95% CI 
1.006-1.053, P=0.133) at Korean medicine hospital. 
  Studying the effect of injection practices on the incidence of HCV by types 
of injection practices,, the study classified all types of injections into four 
types; hypodermic and intramuscular, intravenous, acupuncture and others.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p<0.05)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hypodermic and intramuscular, and intravenous type of injection.

  Conclus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types and number of injection 

practices have an effect on the incidence of HCV. The more hyperdermic and 
intramuscular injections, and intravenous injections the patients had, the higher 
possibility of HCV infections they had. Also except tertiary hospital, all 6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ffected the infections of HCV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all kinds of injections. Especially clinic and Korean medicine 
hospital indicated higher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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