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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에게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이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장암 발생률을 갖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대장암 조기검진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15년 동안 대장암 선별검사의 

효과성 및 비교대안에 대한 경제성평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대장암검진사업에서 일차 검진방법으로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가 시행되는 것을 모의실험하여 각 방법에 대한 비용과 효용성을 

따져보고 국가 대장암검진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남녀 50대 이상의 가상 코호트를 대상으로 마콥모형

(Marcov model)을 활용하여 대장암 발생에 따른 생애비용과 효용을 산출하였다. 

경제성평가의 비교대안으로 5가지 전략인 비검진전략, 연간 분변잠혈검사, 격년 

분변잠혈검사, 5년 주기 대장내시경, 10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을 선택하여 각 

전략의 비용과 효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을 채택하여 비용

항목에 공식 의료이용비용만을 포함하였고 건강산출의 지표는 질보정생활년수

(QALY)를, 최종 결과지표는 점증적 비용-효용비(ICUR)를 산출하여 각 전략 간에 

효용 한 단위당 소요되는 비용을 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문헌조사 및 공공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등록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변수들을 모형의 임상역학, 비용, 검진 효과, 효용 등에 투입하였고 추후 불확실한 

변수에 대하여는 민감도분석을 통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분석의 비용-효용성 결과는 비검진전략이 가장 비용이 낮았고,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가장 효용이 높았다. 비검진전략에 대하여 현행전략인 

연간 분변잠혈검사의 ICUR은 479,691원이었고, 연간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5년 



주기의 ICUR은 7,981,229원으로 두 전략 모두 지불의사금액(WTP) 범주에 속해있어 

비용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검률을 각각 60%와 80%로 가정

했을 때 연간 분변잠혈검사의 비용은 낮아졌고 효용은 높아졌으며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의 비용과 효용은 둘 다 높아졌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가장 효용이 높았고, 10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열등한 전략으로 

나왔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지불의사금액 내에서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모두 비용효과적인 전략이었으며, 양쪽 전략 모두 기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민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효용이 

가장 높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일차검진방법으로 고려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성평가 모형이 실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코호트 기반의 체계적인 

역학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비용-효용분석, 대장암검진,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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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남녀 통틀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종이다(IARC, 2020).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남성에게는 

위암,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발병률이 높았고 여성에게도 유방암, 갑상선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병률이 높았으며(중앙암등록본부, 2021), 2019년도 기준 10만 명당 

암사망률은 남녀 통틀어 폐암(36.2명)과 간암(20.6)에 이어 대장암이 17.5명으로 

전체 암종 중 세 번째로 높았다(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KOSIS).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국가에서 대장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게 관찰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개발도상국과 남미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Araghi 등, 2019). 고소득국가에서 나타나는 

감소추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장내시경검사의 참여율 증가와 국가암검진사업의 

도입이 지목되고 있다(Ouakrim 등, 2015). 

  대장암은 대부분 선종성 용종(adenomatous polyp)에서 시작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대장암으로 진행되며 말기단계까지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Dekker 

등, 2019). 이러한 대장암의 자연사 특징 때문에 암검진을 통하여 선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출 뿐 아니라

(ACS, 2020) 말기단계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덜 침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이환기간과 치료비용, 그리고 대장암에 대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Sargent 등, 2009; Schreduers 등, 2015). 

  암 조기검진은 운영 체계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가암검진사업

(population-based screening)과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간 암검진사업(oppurtu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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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주로 고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Araghi 등, 2019; Ait Ouakrim 등, 2015), 민간 암검진사업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검진을 관리할 수 있고, 과잉검진을 제어하면서 검진의 질관리와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x 등, 2017). 

  국가 대장암검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간 혹은 격년 분변잠혈검사를 

일차검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대장암검진을 운영하는 나라

들은 주로 5년 혹은 10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을 일차검진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IARC, 2019; Quintero 등, 2012).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한 이후로 암종과 

검진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6대암 체제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폐암 검진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대장암검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만 5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일차검사로, 일차검사 이후 

양성결과가 나오면 이차검사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Sohn, 2015). 

  그러나, 2018년 국가 대장암검진 수검자의 검사방법별 이행률을 살펴보면, 

분변잠혈검사의 전체연령 수검률은 39.8%였으며, 이차검진 이행률 또한 43.0%로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KOSIS) 대장암검진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일차

검진과 이차검진를 받지 않고 있어 국가 대장암검진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Cho, 2017).  

  대장암검진의 일차검진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Quintero 등(2012)의 무작위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암검출률은 비슷하였으나, 선종 검출률은 대장

내시경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암의 발생률과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검진자체의 효과는 대장내시경이 분변



- 3 -

잠혈검사보다 우월하지만 대장내시경은 장정결이라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과 천공,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Sohn, 2015) 국가 대장

암검진의 일차검진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득과 위해와 관련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국가 암 선별검사 전략을 선택할 때에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의학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 암 진단 검사방법, 대상자 연령, 시행 주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수검률을 고려하여 암 선별검사가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Lee 등, 2011). 

  국외에서 대장내시경과 분변잠혈검사 등 검진전략 간의 비용-효과를 분석 

및 비교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으나(Buskermolen 등, 2019; Jahn 

등, 2019; Hassan 등, 2011; Telford 등, 2010), 국내에서는 2004년 박상민의 

연구 이후로 진행된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의료수가와 내시경의사 수 등과 같은 의료자원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Cha 등, 2020; Choi 등, 2019) 해외의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장암의 발생률과 검진의 수검률, 의료이용비용 

등이 최근 실정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모형에 투입되는 지표와 변수를 최근 

자료로 고도화하여 현행 대장암검진방법인 분변잠혈검사와 다른 대안 간의 점증적 

비용-효용비를 검토하고 수검률의 변화에 따른 대안 간의 비용과 효용을 분석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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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제성평가 시뮬레이션 모형인 마콥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성인 가상의 인구집단을 설정하여 해당 인구집단이 모두 사망할 시점

까지 추적관찰하여, 국가 대장암검진의 현행검사방법인 분변잠혈검사와 대안

전략인 대장내시경검사의 비용과 효용을 각각 산출하고, 점증적 비용-효용비를 

확인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0세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분변잠혈검사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대장암 검진을 대장암 조기검진을 수행하지 않는 전략(비검진)과 분변잠혈검사를 

격년으로 시행하는 전략,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전략, 그리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조기검진을 시행하는 전략에 대한 점증적 

비용-효용비를 확인한다.

  둘째,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의 수검률을 변화시켰을 때의 비용-효용성을 

분석한다. 일차검사와 이차검사의 수검률에 변화를 주었을 때의 시나리오별로 

각 전략에 대한 비용-효용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제언 혹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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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장암과 경제성평가

1. 대장암 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종으로, 2018년도 기준 국내에서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위암(57.1명/10만명)이었으며 뒤이어 

갑상선암(55.8명/10만명), 폐암(55.8/10만명), 그리고 대장암(54.4명/10만명)이  

 남성에게선 위암과 폐암 다음으로, 여성에게선 유방암과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표 2> <그림 1> (중앙암등록본부, 2021).

순위 암종 발생자수 분율 조발생률 표준화발생률*

모든 악성암 243,837 100.0 475.3 290.1 

1 위 29,279 12.0 57.1 31.6 

2 갑상선 28,651 11.8 55.8 48.9 

3 폐 28,628 11.7 55.8 28.0 

4 대장 27,909 11.4 54.4 29.6 

5 유방 23,647 9.7 46.1 32.9 

6 간 15,736 6.5 30.7 16.7 

7 전립선 14,857 6.1 29.0 14.3 

8 췌장 7,611 3.1 14.8 7.6 

9 담낭 7,179 2.9 14.0 6.7 

10 신장 5,456 2.2 10.6 6.7 

 *연령표준화발생률: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1. 2018년 남녀전체 주요 암 발생현황

(단위: 명, % 명/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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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남자 여자

암종 발생자수 분율 조발생률 암종　 발생자수 분율 조발생률

1 위 19,865 15.4 77.6 유방 23,547 20.5 91.6 

2 폐 19,524 15.2 76.3 갑상선 21,924 19.1 85.3 

3 대장 16,686 13.0 65.2 대장 11,223 9.8 43.7 

4 전립선 14,857 11.5 58.0 위 9,414 8.2 36.6 

5 간 11,728 9.1 45.8 폐 9,104 7.9 35.4 

6 갑상선 6,727 5.2 26.3 간 4,008 3.5 15.6 

7 췌장 4,020 3.1 15.7 췌장 3,591 3.1 14.0 

8 담낭 3,840 3.0 15.0 자궁경부 3,500 3.0 13.6 

9 신장 3,806 3.0 14.9 담낭 3,339 2.9 13.0 

10 방광 3,650 2.8 14.3 자궁체부 3,182 2.8 12.4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 2. 2018년도 성별 10대암 조발생률                (단위: 명, % 명/10만명)

그림 1. 2018년도 성별 10대암 조발생률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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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연령별 대장암 조발생률을 살펴보면, 35-64세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3.2명에게서 대장암이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77.2명에게서 발생하였다. 여자는 35-64세 연령구간에서 대장암이 

3위로 36.4명에게서 발생하였고, 65세 이상의 경우 전체 암종 중 1위로 인구 

10만 명당 157.9명에게서 발생하였다 <표 3>.

남자 여자

순위 0-14 15-34 35-64 65세 이상 0-14 15-34 35-64 65세 이상

1
백혈병

(4.7) 

갑상선

(17.2) 

위

(79.0) 

폐

(444.6) 

백혈병

(4.2) 

갑상선

(57.5) 

유방

(156.0) 

대장

(157.9) 

2

비호지킨 

림프종

(3.2) 

백혈병

(3.8) 

대장

(63.2) 

전립선

(360.6) 

뇌 및 

중추신경계

(1.9) 

유방

(10.7) 

갑상선

(133.3) 

폐

(134.7) 

3

뇌 및 

중추신경계

(2.2) 

비호지킨 

림프종

(3.2) 

간

(51.1) 

위

(319.9) 

비호지킨 

림프종

(1.4) 

자궁경부

(5.3) 

대장

(36.4) 

위

(120.4) 

4
신장

(0.5) 

고환

(2.9) 

폐

(44.5) 

대장

(277.2) 

난소

(0.6) 

난소

(3.4) 

위

(34.9) 

유방

(96.2) 

5
고환

(0.3) 

대장

(2.8) 

갑상선

(39.6) 

간

(171.2) 

갑상선

(0.6) 

백혈병

(2.5) 

폐

(27.8) 

간

(63.2)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 3. 2018년도 성별 연령별 대장암 조발생률           (단위: 명, 명/10만 명)

  대장암의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국가암검진사업에 대장암검진이 

추가되기 전인 2003년의 10만 명당 조발생률이 30.5명에서 2018년도에는 54.4명으로 

지난 15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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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발생지표 2003 2008 2016 2013 2018

모든 암

C00-C96 

발생자수 125,977 182,730 232,163 229,212 243,837 

조발생률 260.8 369.9 454.2 453.4 475.3 

표준화발생률 239.0 293.1 290.6 316.9 290.1

대장

C18-C20

발생자수 14,732 23,256 28,459 28,149 27,909

조발생률 30.5 47.1 55.7 55.7 54.4

표준화발생률 27.7 36.1 32.2 35.9 29.6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 4. 대장암 발생률 추이                             (단위: 명, 명/10만 명)

구분
요약병기 SEER

국한 국소 원격 모름

발생률
조발생률 19.2 23.3 9.0 3.4 

연령표준화발생률* 11.1 13.0 5.0 1.7 

연령군별

발생률

00-04 - - - -

05-09 - - - -

10-14 - - - 0.0 

15-19 0.1 0.1 0.1 0.0 

20-24 0.5 0.3 0.2 0.1 

25-29 1.0 1.0 0.4 0.2 

30-34 2.4 1.8 1.2 0.4 

35-39 4.5 4.3 1.7 0.8 

40-44 7.8 7.7 2.6 0.9 

45-49 10.3 14.0 6.8 1.3 

50-54 22.4 25.4 9.7 2.3 

55-59 31.9 34.8 13.2 3.1 

60-64 45.0 50.0 18.4 4.9 

65-69 62.5 64.6 23.7 5.5 

70-74 71.2 93.1 31.5 8.8 

75-79 77.8 109.5 42.9 15.3 

80-84 81.2 128.7 54.1 32.2 

85세 이상 69.8 110.2 48.1 64.5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 5. 대장암 요약병기별 연령별 발생률                   (단위: 명/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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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병기별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국소상태에서 발생률이 23.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한상태가 19.2%, 원격상태가 9.0%였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84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5>. 또한, 

암 발생률은 증가했으나 5년 생존율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모든 암종의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국가암검진사업이 도입되기 전인 1993년에서 

1995년은 42.9%였으나,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5년 생존율은 70.3%로 27%가 

향상되었고, 대장암은 1993년-1995년 56.2%에서 2014년-2018년에는 74.3%로 

18%가 증가하였다 <표 6>.

  

  요약병기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대장암의 국한 상태에서의 생존율은 93.8%, 

국소상태에서는 81.7%로 다른 암종과 비교하였을 때 국한과 국소상태에서의 

생존율은 높으나 원격상태에서는 19.5%로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7>.

암종
발생기간

증감 
’93 -’95 ’96 -’00 ’01 -’05 ’06 -’10 ’14 -’18

모든 암 42.9 45.1 54.1 65.5 70.3 - 27.4 

대장 56.2 58.8 66.9 73.9 74.3 - 18.1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 6. 대장암 5년 생존율 추이                         (단위: 명, 명/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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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암 역학적 특성

  대장암은 먼저 대장의 정상 점막이 형질전환을 일으킨 다음 종양 전구체 병변인 

용종으로 진화하고 이 용종이 10-15년에 걸쳐 대장암으로 진행된다(Dekker 등, 

2019; Bardhan 등, 2013). 용종은 크기나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진행성 선종 혹은 

비진행성 용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기가 10mm 이상이면 진행성 선종으로, 

10mm 미만이면 비진행성 용종으로 구분한다(Click 등, 2018). 

  Click 등(2018)의 연구결과에서, 진행성 선종과 비교하였을 때, 비진행성 

용종과 용종이 없는 인구집단은 대장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대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대장암의 발병과 연관이 있는 

발생
순위 암종

생존율

국한 국소 원격 모름

모든 암 90.6 73.1 23.3 54.8 

1 위 96.9 61.7 5.9 40.2 

2 갑상선 100.6 100.2 60.5 99.1 

3 폐 71.7 41.4 8.9 23.5 

4 대장 93.8 81.7 19.5 53.6 

5 유방 98.8 92.4 40.2 84.0 

6 간 59.8 21.6 2.8 26.6 

7 전립선 102.6 98.6 44.9 92.0 

8 췌장 42.7 17.0 1.9 14.4 

9 담낭 및 기타 담도 52.9 33.9 2.5 13.1 

10 신장 97.4 78.5 15.1 63.7 

출처: 중앙암등록본부(2021)

표 7. 2018년도 10대암 요약병기별 생존율              (단위: 명, 명/10만 명) 



- 11 -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요소가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Dekker 등, 2019).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대장암 환자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 장염 또는 과거 대장암이나 선종이 있었던 환자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Dekker 등, 2019; Brenner 등, 2011). 

  대장암은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국한, 국소, 원격암 단계로 구분되는데 국한암 

단계는 대장 내벽을 완전히 관통하지는 않지만 침투한 침습성 암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암과 함께 주변 결장과 조직 및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다. 

  국소단계는 암이 대장의 내벽을 관통하거나 대장 주변 림프절로 퍼진 상태이다. 

만약 암의 재발 가능성이 높거나 고위험 특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화학요법이 

권장된다. 암이 근처 림프절로 전이되었다면 절제술에 이어서 화학요법이 시행된다. 

  원격암은 암이 간, 폐와 같은 다른 장기와 조직으로 전이된 상태를 말하며 

수술을 진행할 경우 장폐색을 막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심하지 않다면 암 절제술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ACS, 2020). 

  한편, 대장암의 완치 이후 또는 선종의 제거 이후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대장내시경검사를 짧은 주기로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국립암센터, 2018).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혈변, 대변습관의 변화, 빈혈, 복통 등이 있으나, 

대부분은 무증상 상태에서 상당히 진행된 단계로 접어들어서야 발견된다

(Dekker 등, 2019). 이렇게 조기 단계에선 증상이 뚜렷하게 발현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암이 선종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대장암의 특징 때문에 선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하면 대장암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Dekker 등, 2019; Quintero 

등, 2012; Levin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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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암 검진방법

  대장암 선별검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변검사(분변잠혈 및 

DNA 검사)와 구조적 검사(에스결장경, 대장내시경, 대장이중조영검사, CT 대장

조영술)로 분류할 수 있다(Levin 등, 2008).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비용-효용성을 

비교하는 두 가지 점진방법인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분변잠혈검사

  분변잠혈검사는 측정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유럽에서 주로 

국가 대장암검진의 일차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적 방법인 구아이악 검사법

(guaiac-based)과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화학적 방법(immunochemical)으로 

구분한다(IARC, 2019; 이상길, 2006; 임준욱 등, 2010). 

  우리나라는 면역화학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검사법은 인간 헤모글로빈의 

글로빈 항원과 이에 대한 항체반응을 이용해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면역화학은 인체 글로빈 특유의 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장 출혈에 

특화된 것으로 자동화된 해석 과정을 거치면 표준화된 판독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면역화학적인 방법이 널리 사용되면서 편의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검사의 

민감도도 66~82%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진행성 선종을 포함한 

모든 용종을 진단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이상길, 2006).

나.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암 등 대장의 이상 병변을 검사하는 가장 좋은 검사법으로 

단일 선별검사로 사용되거나, 분변잠혈검사의 양성결과에 대한 이차검사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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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대장암검진 방법 중에서 가장 긴 검사주기를 가진다(국립암센터, 

2018;  ACS, 2020). 미국에서는 대장암에 대한 평균 위험이 있는 개인이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이후 10년마다 받게 된다.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는 전처치 약물, 장정결 등의 다소 복잡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장절경이 적절하게 되고나면 검사 중에 대장은 공기 또는 

이산화탄소로 부풀려지는데 대장내시경을 항문에 삽입하고 직장을 통해 맹장으로 

천천히 이동할 때 내시경 끝에 부착된 카메라로 대부분의 용종을 감지하여 와이어 

루프 또는 전류로 발견된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ACS, 2020). 

  반면, 대장내시경검사는 전해질 불균형, 과민성 쇼크, 출혈, 천공,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침습적 검사이기도 하며,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 대장암 진단율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이승화 등, 2013; 국립암센터, 

2018). 또한, 양질의 판독을 위해서는 대장 정결이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비수면으로 진행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국립암센터, 2018).

다. 검사별 장단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장암검진의 일차검진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변잠혈

검사에서 이득의 크기는 대장암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대장암 선별검사로서 

효과를 보이지만, 전체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했고, 분변잠혈검사의 

위해 중 대장암 검진 근거평가 관련 결과변수의 중요도가 높은 위음성률이 

21.4-50%로 높았다(국립암센터, 2018). 

  이차검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장내시경은 장정결의 불편함이 있지만 

검사의 정확도가 높고 발견되는 선종을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과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대장암 선별검사로서 

효과를 보이지만, 출혈과 천공, 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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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등, 2013). 

  이차검사 방법 중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실시되는 이중조영

바륨관장술의 경우, 대장암 선별검사에서 이득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고, 위해는 

없거나 낮았다(국립암센터, 201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차검사로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이행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으며 일차검진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사종류 장점 단점

분변잠혈검사

Ÿ 대장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음(비침습적임)

Ÿ 장정결 불필요

Ÿ 검사 전 식이 또는 약물 

제한 없음

Ÿ 집에서 검체 가능

Ÿ 비용이 적음

Ÿ 선종과 암의 검출률이 낮음

Ÿ 위양성률이 높음

Ÿ 매년 시행되어야 함

Ÿ 양성결과가 나올 경우 대

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함

대장내시경

Ÿ 대장 전체를 내시경으로 

확인 가능

Ÿ 조직검사 및 용종제거가 

동시에 가능

Ÿ 10년 주기로 시행

Ÿ 다른 질환의 발견 가능

Ÿ 작은 용종에 대한 검출률은 

낮음

Ÿ 완벽한 장정결 필요

Ÿ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Ÿ 수면으로 진행할 경우, 귀가 

시 보조 필요

Ÿ 하루 일을 쉬어야 할 수 있음

Ÿ 출혈, 천공, 감염의 위험

자료원: ACS(2020)

표 8.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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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성평가 방법론 

  경제성평가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하여, 투입된 

비용과 결과인 산출물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하거나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의사결정의 분석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WHO, 2003; Roberts, 2019). 

  경제성평가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새로운 전략에 대한 비용과 

결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근거기반의 사업수행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

(Drummond, 2015; Roberts, 2019). 경제성평가는 특정 보건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환자 결과(patient outcome)에 대한 세밀한 평가와 비용, 그리고 나아가 결과가 

사회 전체에 주는 영향까지 정량화하는데 사업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분석관점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이 달라진다(Gray, 2011). 

4-1. 분석관점

  경제성평가는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비교하여 효과 대비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용항목을 분석에 포함하는가에 따라 경제성평가의 결과가 결정

된다. 또한, 어떤 분석관점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비용항목이 

달라지므로 연구목적에 맞는 분석관점을 결정한 다음 비용을 산출 해야한다

(김윤희 등, 2013).

  분석관점은 크게 사회적 관점, 보건의료체계관점, 보험자 관점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1년 1월에 개정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 분석관점에 따른 비용항목을 재정의하였다.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면 의료비용, 비의료비용, 그리고 손실된 생산성 관련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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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자 관점은 공식의료비용 중 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만을 

포함한다(김윤희 등, 2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분석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의 유형에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

되는데 직접비용에는 의사 방문 비용, 입원비, 약제비, 조제료, 검사비, 처치료, 

부작용 치료비와 같은 공식적 의료비용이 해당되며, 비 의료비용에는 간병비, 

교통비, 환자가족 시간비 등이 포함된다. 간접비용은 질병과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의 가치를 말하며 시간의 상실에 의한 기회비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김철민, 2008).

포함항목 보험자관점 보건의료체계 관점 사회적관점

의료비용
Ÿ 급여내 보험자 

부담금

Ÿ 급여내 보험자 

부담금

Ÿ 급여내 본인부담금

Ÿ 비급여 본인부담금

Ÿ 급여내 보험자 

부담금

Ÿ 급여내 본인부담금

Ÿ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 

의료비용
기본분석에선 제외*

Ÿ 교통비용

Ÿ 환자 시간비용

Ÿ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Ÿ 간병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Ÿ 이환비용

Ÿ 조기사망비용

*기본분석에선 제외하나 비의료비용을 포함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결과에 함께 제

시할 수 있음

자료원: 김윤희 등(2013)의 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의 개정된 지침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표 9. 분석관점별 비용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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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 세부항목 정의 자료원

의료비용

공식적

의료비용

요양기관에서 해당 질환 치료

를 위해 제공받는 관련 의료서

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건강보험 청구자료, 

의료기관 자료, 환

자 설문조사 자료, 

2차 자료원 

비공식적 

의료비용

환자 개개인이 질병 예방, 치

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의

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보장구 구입에 지출한 비용

환자설문

비의료

비용

교통비용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에서 요양기관 방문을 위해 교

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

는 모든 비용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 환자

설문

시간비용

환자 당사자가 질병을 치료하

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

간적 손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

사, 한국의료패널, 

한국노동패널, 국민

건강영양조사, 환자

설문

간병비용

환자의 질병이환 및 치료를 위

한 의료이용시 유급간병인 비

용 혹은 가족 혹은 친척의 비

공식적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

는 시간적 손실

한국의료패널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자료(간병인 협

회 등)

생산성 

손실 

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환자 자신의 질병 이환으로 인

해 노동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경제적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

과 관련된 비용

환자설문

출처: 김윤희 등(2013)

표 10. 비용항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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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기법

  보건의료분야에서 주로 시행되는 경제성평가의 분석기법은 비용최소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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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있다(Gray, 2011). 

  비용-최소화 분석은 비교대안 간의 건강 결과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비용-효과분석은 각 대안들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먼저 계산한 후, 비용과 

효과의 차이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비용효과비로 결과를 제시하는 분석기법이다. 

각 대안의 효과는 다양한 결과단위로 계산될 수 있는데 비용당 예방건수, 비용당 

혈압감소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용-효용분석은 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분석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의 

한 종류이기도 하며, 비용효과분석에서 결과단위를 질보정생활년수(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로 하는 분석방법이다. QALY는 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개입이 주어졌을 때 이 개입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인 생존년수(life Year: 

LY)와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하나로 합친 계측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분석은 각 대안의 효과와 비용을 모두 정량화하여 이를 

화폐가치로 표현하여 비교분석하는 분석기법이다(Gray, 2011)

  비용-최소화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안들의 효과가 동일하여야 

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대안들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효과가, 동일한 자연단위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우려와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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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제성평가로는 

비용-효용분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김철민, 2008).

  비용-효용분석의 최종 결과는 QALY와 함께 점증적 비용-효용비(Incremental 

Cost Utility Ratio: ICUR)를 제시하게 되며(Gray, 2011), QALY와 ICUR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QALY(질보정생활년수)

  비용-효용분석은 효용의 지표로 질보정생활년수인 QALY를 사용한다. QALY는 

삶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하나로 결합한 지표로 비용-효용분석의 결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 다른 건강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각 건강상태는 관련 효용에 따라 가중치가 부가된다. 

  여기서 가중치는 각 건강상태가 개인에게 주는 효용의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각 건강상태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완전한 건강은 1, 죽음은 0으로 하는 구간척도 

상에서 측정한 값이다(Whitehead, Ali, 2010). 

  QALY는 건강상태에서 머문기간에 해당 상태와 관련된 건강관련삶의질

(HRQoL) 가중치, 즉 해당 건강상태의 효용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QAL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건강상태에 대한 효용가중치를 구해야 한다

(Lee 등, 2017). 

나. ICUR(점증적 비용-효용비)

  점증적 비용-효용비(ICUR)는 새로운 대안이 비교 대안에 비하여 효용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교한 

비용의 증분을 효용의 증분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비용-효용성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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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주로 사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
∆

  (N: 새로운 대안, O: 비교대안)

4-3. 분석모형

  임상시험으로 얻은 자료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직접 결과를 관찰할 

수 없을 때, 혹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는 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건의료분야의 

경제성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형은 결정수형과 마콥모형이 있다(Gray, 

2011; 김철민, 2009). 

  결정수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의 구성요소와 경로, 

그리고 경로 선택에 따른 결과를 나무형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예측 기법으로 

단기간에 최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적합하다. 

  마콥모형은 주어진 기간 동안 환자가 각 건강 상태에서 다른 건강 상태로 

정해진 확률을 따라서 이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시간의존적인 모형으로 환자가 

각 상태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삶의 질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

된다. 

  마콥모형은 보건의료의 개입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나 시점마다 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성질환과 같은 자연사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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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고찰

  대장암검진 경제성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보고된 편이며 관련 연구에 

대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거나 선택적으로 경제성 분석 연구들을 검토한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대장암검진의 경제성평가 연구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을 선택적으로 정리하였다.

5-1. 체계적 문헌고찰 선행연구

 

  Ran 등(2019)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대장암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33편의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논문들(유럽 17개, 북미 

11개, 아시아 4개, 호주 1개)에서는 23개의 모델을 포함하여 21개의 연구에서 

비검진 전략을 포함하였다. 

  다양한 WTP 수준(범위, $5000-100,000/LYG)에서 6가지 공통 전략과 비검진

전략을 평가한 연구들 중, Barzi 등(2017)은 미국 내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가 최적의 전략으로 확인하였으며, Hassan 등(2011)은 프랑스에서 WTP별로 

다른 최적의 전략을 발견하였다.

  2년마다 실시되는 gFOBT와 FIT, 연간 gFOBT와 FIT, 10년 단위의 대장내시경 

및 비검진전략을 평가한 연구 중, 프랑스의 Hassan 등(2011)과 홍콩의 Wong 

등(2015)에서 FIT는 WTP의 절반수준으로 최적의 전략이었다.

  대부분의 미국 모델에서 연간 및 격년 gFOBT, 연간 및 격년 분변면역화학검사,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검사, 5년 주기 에스결장경을 하는 것은 비검진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10년마다 하는 대장내시경검사는 다른 

일반적인 전략보다 비용이 덜 들거나 더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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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요 경제성평가 선행연구

  Ladabaum 등(2019)은 마콥모형을 활용하여 대장암검진의 시작연령을 조정한 

비용-효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국가대장암검진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대장내시경검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젊은층의 대장암 

발생으로 인하여 미국암학회는 대장내시경검진을 45세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Ladabaum은 45세 이상의 무증상 성인이 각 조기검진 대안에 

따라 75세까지 선별검사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가상의 코호트를 분석하였고, 

각 선별전략에 따르는 합병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검진대안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Ladabaum은 45세에 

검진을 시작하는 것보다 고령층 및 고위험군의 수검률을 높이거나 분변잠혈검사 

양성 결과에 대한 대장내시경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Jahn 등(2019)의 연구는 오스트리아의 보건의료체계 분석관점을 채택하였으며 

마콥모형을 사용하여 4가지 전략(비검진, 40-75세 연간 FIT, 40-75세 연간 

gFOBT, 50-70세 10년 주기 대장내시경)의 이득과 위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이득은 연장된 생존연수(LYG), 대장암 사망 및 발생률 감소분으로 

산출하였고 위해는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한 신체적 및 심리적 손상 등 추가 

합병증으로 인한 위해와 평생 비용으로 나타냈으며 결과지표는 점증적 비용-

효용비로 표현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연간 FIT와 10년 주기의 대장

내시경이었고 대장내시경에서 FIT로 이동하면 1년 LYG을 얻기 위해 16개의 추가 

양성 테스트 결과의 의도하지 않은 심리적 피해가 증가하고 이 두 가지 전략 

사이의 선택은 선별전략의 국민 선호도와 이득-위해 절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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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Telford 등(2010) 연구에서는 보험자관점을 채택하여 마콥모형을 

활용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장암에 대한 위험수준이 보통인 50세 

캐나다인의 QALY와 비용을 결과지표로 산출하였고 비검진과 FOBT, FIT, 대장

내시경에 대한 검진전략을 비교분석 하였는데, 비검진전략과 비교하였을 때, 

연간 FOBT는 대장암 발생률을 44% 감소시켰고, 연간 FIT는 65%를, 10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81%를 감소시켰다. 비용효과분석의 결과에서 비검진에 대한 증분

비용효과비는 FOBT는 $9,159, FIT는 $611, 대장내시경은 $6,133으로 나와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상황에서는 FIT와 대장내시경이 가장 최선의 전략으로 나타났다. 

  박상민 등(2004)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장암 조기검진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검진주기로 조합하여 경제성평가를 시행하였다. 보험자관점에서 

마콥모형을 사용하여 50세의 무증상 성인이 80세까지 조기검진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모형주기를 30년으로 설정하여 관찰하였다. 국내외 연구논문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검진 합병증,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각 검진전략에 대한 순응도를 고려하여 비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장내시경을 

대장암 선별검사의 일차 선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며 시행간격은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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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abaum 등(2019) Buskermolen 등(2019) Jahn 등(2019)

대상국가 미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분석관점 보건의료체계 의료이용자 보건의료체계

사용모델 Markov MISCAN-Colon Markov

분석대상

45세 대장암 위험도가 보통인 남녀 

성인(시작연령에 따른 비용효과분

석)

50-79세 남녀 성인

(대장암 위험도 1-7%)

40-75세 대장암 위험도가 보통인 

남녀 성인

분석기간 평생 15년 평생

산출물 CRC 발생률, 사망률, QALY, 비용 CRC 사망률 LYG, CRC 사망률, CRC 발생률

검진전략
FIT, MT-sDNA, 대장조영술, 에스결장

경, 대장내시경

격년/연간 FIT, 일생 한번의 에스

결장경/대장내시경

비검진, 연간 FIT/940-75세), 연간 

gFOBT(40-75세), 10년주기 대장내

시경/50-70세)

역학가정
정상→작은 선종 →큰 선종→ 국한

암→국소암 →원격암

정상→≤5mm 선종→6-9mm→≥10mm

→CRCⅠ→CRCⅡ→CRCⅢ→CRC Ⅳ 

정상→비진행성 선종→진행성 선종

→CRCⅠ→CRCⅡ→CRCⅢ→CRC Ⅳ

검사지표

작은/큰 선종, 대장암 민감도, 특

이도, 대장내시경 출혈/천공, 에스

결장경 천공, 천공에 의한 사망률

0-5mm/6-9mm/≥10mm 선종 및 대장암 

민감도, 특이도, 대장내시경 완료율, 

용종절제술에 의한 부작용 확률(천공 

및 출혈, GI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 

사망률)

비진행성/진행성 선종 민감도, 대

장암 민감도, 특이도

수검률 검진별, 연령별 - 검진별 가정

할인율 3% - 3%

결과

45세에 검진을 시작하는 것보다 고령

층 및 고위험군의 수검률을 높이거나 

FIT 검사 양성 결과에 대한 대장내시

경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더 비용효과

적임

모든 검진전략은 대장암의 사망률

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시킴. 에

스경장경과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발생률까지 감소시킴

연간 FIT와 10년 주기의 COL이 가

장 효과적임. 선별전략의 국민 선

호도와 이익-위해 절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표 11. 주요 선행연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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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an 등(2010) Telford 등(2010) 박상민 등(2004)

대상국가 프랑스 캐나다 한국

분석관점 보험자 보험자 보험자

사용모델 Markov Markov Markov

분석대상 50-75세 남녀 성인 
50세 남녀 대장암 위험도가 보통인 

성인
50-80세 남녀 무증상 성인

분석기간 평생 평생 30년

산출물 ICER QALY, LYG ICER, LE

검진전략
연간/격년 FIT/gFOBT, 5년주기 에스결

장경, 10년주기 대장내시경

연간 gFOBT, 연간 FIT, 10년주기 

대장내시경 

FIT, 대장조영술, 에스결장경, 대

장내시경

역학가정
정상→≤5mm 선종→6-9mm→≥10mm

→국한암→국소암→원격암

정상→저위험 선종→진행성 선종→

국한암→국소암→원격암
정상→선종→조기암→말기암

검사지표

≤5mm/6-9mm/10mm 선종 민감도, 대

장암 민감도, 특이도, 대장내시경 

천공/출혈, 용종절제술 천공/출혈

저위험/진행성 선종 민감도, 대장암 

민감도, 특이도, 수검률, 이차검사 

수검률, 대장내시경 합병증, 합병증

으로 인한 사망률 

선종/암 민감도, 특이도, 대장내시

경에 의한 천공, 용종절제술에 의한 

천공, 천공에 의한 사망률

수검률 모든 검진방법 40%로 가정 검진별 30/60/100%로 가정

할인율 3% 5% 3%

결과

연간 FIT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전

략이고, 격년 g-FOBT가 가장 열등

한 전략임

비검진 대비, 연간 FOBT는 대장암 

발생률을 44%, 연간 FIT는 65%, 10

년 주기 대장내시경은 81%를 감소

시킴. 캐나다의 상황에서는 FIT와 

대장내시경이 가장 최선의 전략임

대장내시경을 대장암 선별검사의 

일차검진으로 선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며 시행간격

은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하는 것

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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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장암검진 경제성평가 모형 구축

1. 분석모형 설계

1-1. 분석 목적 및 대안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때 분석대상에 따라 의료이용의 비용 및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한 질환일지라도 병의 중증도와 집단의 성별 및 연령 등의 특성, 

동반상병이나 위험요인의 여부에 따라 비용과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대장암검진에서 두 가지 일차검진방법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인구집단 무증상 성인 남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안은 (1) 비검진, (2) 현행의 50세 이상 성인남녀 연간 

분변잠혈검사, (3) 50세 이상 성인남녀 격년간 분변잠혈검사, (4) 50세 이상 

성인남녀 5년 주기 대장내시경검사, (5) 50세 이상 성인남녀 10년 주기 대장

내시경검사로 다섯 가지 전략을 구축하였다. 

  분석대상인 가상의 코호트가 120세가 될 때까지 1년 주기로 역학지표에 따라, 

각 건강상태에서 이동할 때의 확률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되었고, 할인율은 

비용과 효과에 각각 4.5%를 적용하여 최종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검진방법에 대하여 일차검진과 확진검진의 수검률을 조정하여 

수검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비용-효용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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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관점 및 기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암검진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관점을 채택하였고 

질보정생활년수(QALY)와 점증적 비용-효용비(ICUR)를 결과지표로 하는 비용-

효용 분석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표들은 문헌고찰, 공공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영양조사, 한국의료패널 등),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문헌고찰은 Pubmed와 Google Scholar의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논문 제목과 초록에 ‘대장암검진 비용효과’, ‘대장암검진 방법’, ‘비용-

효용 분석’‘Colorectal cancer screening cost-effectiveness’, ‘cancer 

screening cost-effectiveness’ 이 주요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검색

하였다. 국내외 대장암검진 분야의 논문을 포함하였으며 학회 발표, 학위논문, 

세미나 및 심포지엄 자료는 제외하였다.

1-3. 분석모형 구축

  경제성평가에서 질병의 특성에 따라 분석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급성기 

질환과 같이 질병의 발생과 진행, 종결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기간 내에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암과 같이 질환의 진행이 

오래 걸리거나 병의 이환기간이 긴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모형구축을 통해 임상시험 

기간 이후의 경과를 추정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암의 자연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마콥모형을 사용하였고, 

대장암의 대표적인 자연사 이론인 선종-대장암 연속체를 기반으로 역학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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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효능지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구축되었다. 마콥모형은 보건의료분야의 

경제성평가 소프트웨어로 사용되는 TreeAge Pro Version 2020을 사용하여 구축, 

시뮬레이션 되었다. 

1-4. 분석 기간 및 주기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의 자연사를 고려하여 분석 기간은 검진 시작연령인 

50세에서 120세까지 71년(평생)으로, 분석 주기는 암의 연간 진행률을 고려하여 

1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도 해당 주기에 맞춘 값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개요는 <표 12>과 같다.

  또한, 모형의 분석주기에는 반주기 보정을 적용하였다. 반주기 보정은 마콥

모형에서 가상의 코호트가 각각의 건강상태로 이동할 때 이동이 발생하는 시

구분 내용

분석 관점 보건의료체계관점

분석 방법 비용-효용 분석

분석 모형 마콥 모형

분석 코호트 50세 이상 성인남녀

분석 대안 비검진 vs 연간/격년 분변잠혈검사, 5년/10년 주기 대장내시경검사

분석 기간 71년 (평생)

분석 주기 1년

효과 지표 QALY

표 12. 경제성평가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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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관련하여 주기의 중간 지점에서 이동이 일어난다고 보아 이를 보정하는 

것이다. 코호트가 주기의 시작 시점에서 이동하거나 끝 지점에서 이동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과를 일관되게 과장하거나 과소 평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주기 보정을 하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1-5. 할인

  경제성평가에서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도 추정한다. 이 때,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할인율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경제적인 현실과 

시간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김철민, 2008). 

  우리나라는 2021년 개정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에서 일반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에 맞추어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도 4.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용, 결과 모두 할인하지 않은 경우(0%)와 3%의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를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이에 본 연구도 기본분석에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에서 

0-5%의 범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6. 주요 가정

가. 마콥 상태

  대장암 마콥모형은 암이 없는 정상 상태, 비진행성/진행성 선종이 있는 상태, 

요약병기별로 국한/국소/원격암 단계에 있는 상태, 암 발견 및 치료 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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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상태는 병기별로 암이 발생한 첫해의 상태 및 추적관찰 1년~5년 차까지 

포함하였다. 암의 완치 후 암이나 선종이 재발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상태와, 

사망 상태까지 총 23개의 건강상태를 구성하였다.  

  ∙ 암이 없는 상태

  ∙ 비진행성 선종이 있는 상태

  ∙ 진행성 선종이 있는 상태

  ∙ 국한암 상태

  ∙ 국소암 상태

  ∙ 원격암 상태

  ∙ 국한암 치료 후 추적관찰 상태(1년~5년차)

  ∙ 국소암 치료 후 추적관찰 상태(1년~5년차)

  ∙ 원격암 치료 후 추적관찰 상태(1년~5년차)

  ∙ 암/선종은 없으나 고위험 상태

  ∙ 사망 상태

나. 비검진 모형

  비검진 모형은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모형이다. 

마콥 코호트는 암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선종이 발생하고 암으로 진행되어 자

각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치료 후 추적관찰 1년 ~ 5년 

상태로 이동하고, 자각 증상이 없으면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암 상태에 계속 머물거나 암이 진행된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모든 상태에서는 

바로 사망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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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진 모형

  검진 모형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받는 모형으로, 마콥 코호트는 암이 없는 상태, 또는 선종이나 암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진의 대상자가 된다. 반면, 선종, 국한암, 

국소암에 이환된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어 선별검사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원격암 상태에서는 증상이 발현될 확률을 

1로 가정하였다. 증상이 발현된 대상집단은 결국 확진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진단 시 실시하는 검사에서의 민감도는 1이라고 가정하였다. 검진을 받는 경우 

그림 2. 대장암 비검진(자연사) 모형

자료원: 조민우(2018)의 그림에 진행성선종 단계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 32 -

검진에서 사용하는 검사방법의 민감도(sensitivity)에 따라 진양성(true 

positive)이 나오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고, 위음성(false negative)이 나오게 

되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다음 건강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암이 없는 상태에서 

검진을 받아 위양성(false positive)이 나오는 경우 불필요한 확진 검사를 받게 

된다.

  비검진 모형과 마찬가지로 암으로 진행될 때는 정상에서 비진행성-진행성 

선종 단계를 통과하여 국한암, 국소암, 원격암으로 진행된다. 

  분변잠혈검사를 일차검진방법으로 하는 모형에서는 분변잠혈검사가 양성결과가

(진양성/위양성)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을 이차검사로 받게 되고 대장내시경의 

민감도에 따라 용종절제술 또는 암의 치료로 이동한다. 대장내시경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포함하였고, 합병증이 발생 시 치료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모든 상태에서는 사망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

  효용에선 검사로 인한 불효용(disutility)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적관찰 5년 차 이후에는 암이 없는 상태의 사망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하였으나 건강상태는‘암/선종은 없으나 고위험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선종이 재발할 확률이 높으며 5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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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변수 및 자료원 

2-1. 역학 지표

  경제성평가의 모형에 투입되는 역학 자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국내 자료가 없을 시 국외 문헌도 선택적으로 활용

하였다.

가. 선종 유병률 및 발생률

  마콥모형의 첫 주기는 비진행성 선종을 갖고 있는 50세 성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종의 50세 유병률은 Chung 등(2010)의 연구결과에서 50대 비진행성 선종 유병률인 

28.8%(전체 선종 유병자수에서 진행성 선종 유병자를 제외하여 산출)를 적용하였다. 

선종의 발생률은 조민우(2018)의 선종 발생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과거 진행성 선종 또는 암을 제거했던 고위험군의 선종발생률은 Chung 등

(201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위험 및 고위험군에서 비진행성 선종이 재발할 

위험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1.77배 높은 것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에 

고위험군에서의 선종 발생률에 대하여는 일반인구집단의 선종 발생률에 

상대위험도 1.77을 적용하였다.

연령(세)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이상

선종 

발생률
0.45 0.52 0.6 0.72 0.64 0.42 0.22 0.13

출처: 조민우(2018)

표 13. 선종발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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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 진행률

  선종 및 대장암의 병기별 진행률 연간 진행률은 국내 자료가 없어서 국외의 

문헌고찰 자료를 사용하였다. Telford 등(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비진행성 

선종에서 진행성 선종으로 진행하는 연간 진행률(annual transition rate)은 

3.6%, 진행성 선종에서 국한암으로 진행하는 연간 진행률 4.2%를 대입하였다. 

국한암에서 국소암으로, 국소암에서 원격암으로 이전하는 암의 연간 진행률은 

각각 20%, 24%로 대입하였다(Hassan 등, 2011) 

다. 대장암 증상호소율

  대장암에 대한 증상호소율은 국내 자료가 없어서 국외의 문헌고찰 자료를 

사용하였다. Hassan 등(2011)의 연구를 토대로 국한암의 증상호소율은 12%, 

국소암은 27%, 원격암은 100%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선종은 

자료원의 한계로 비진행성 증상호소율은 5%로, 진행성 증상호소율은 10%로 

가정하였다. 

라. 대장암의 병기별 사망률

  대장암의 병기별 치료차수별 1년~4년까지의 사망률은 국립암센터의 

1993-2018년 암등록자료의 5년 관찰생존율 사용하여 치료 후 4년 차까지의 

사망률을 구하였고, 5년 차의 사망률은 4년 차의 사망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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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암이 없는 상태의 사망률

 

요약병기
연령군

(세)

발생 후 치료기간*

0 1 2 3 4 5

국한

(Localized)

50-54 1.0 0.8 0.8 0.7 0.7 0.7

55-59 1.3 1.0 1.0 0.7 0.9 0.9

60-64 1.9 1.2 1.2 1.3 1.2 1.2

65-69 2.9 2.0 2.0 2.0 1.9 1.9

70-74 5.4 3.3 3.1 3.3 3.1 3.1

75-79 9.7 5.8 5.0 4.7 4.7 4.7

80-84 19.5 9.5 8.2 6.3 5.8 5.8

85세이상 36.3 15.2 9.6 7.1 4.8 4.8

국소

(Regional)　

50-54 2.3 3.4 3.9 2.9 2.8 2.8

55-59 2.7 4.0 3.7 3.3 2.9 2.9

60-64 3.7 4.3 3.9 3.9 2.8 2.8

65-69 5.4 5.5 4.8 4.2 3.5 3.5

70-74 8.4 6.9 6.1 5.0 4.2 4.2

75-79 13.2 10.0 8.1 5.8 5.0 5.0

80-84 21.2 13.0 9.6 7.1 5.7 5.7

85세이상 35.5 15.9 10.4 6.1 4.7 4.7

원격

(Distant)

50-54 23.1 22.5 14.9 8.5 4.5 4.5

55-59 24.3 23.3 13.9 8.5 4.9 4.9

60-64 28.9 22.6 13.8 7.5 4.3 4.3

65-69 35.5 22.6 11.1 7.2 3.3 3.3

70-74 44.9 20.9 11.3 5.2 2.7 2.7

75-79 56.8 19.1 8.3 4.4 2.3 2.3

80-84 68.4 16.0 5.9 2.7 1.4 1.4

85세이상 80.5 11.2 3.5 1.5 0.8 0.8
* 0은 발생 첫해를, 1~5년은 암 치료 후 1~5년을 의미함

자료원: 암등록자료 대장암 5년 관찰생존율(1993-2018)

표 14. 요약병기별, 연령별, 치료차수별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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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장암에 이환 되지 않은 인구의 사망률은 50-89세까지 통계청 사망

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90-119세까지는 2019년 완전생명표의 사망확률을 사용하였고, 그 중 

99-120세는 99세의 사망확률을 사용하였다.

2-2. 검진 지표

가. 수검률

  대장암검진의 일차검진(분변잠혈검사) 수검률은 2019년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구하였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후 이차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수검률은 2018년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산출하였다.

연령(5세)별
 남녀 전체

 사망률

50 - 54세 0.25 

55 - 59세 0.37 

60 - 64세 0.51 

65 - 69세 0.79 

70 - 74세 1.32 

75 - 79세 2.54 

80 - 84세 4.88 

85 - 89세 9.05 

90 - 94세 16.35

95 - 99세 25.58

99세-120세 29.80

자료원: 통계청「2019년도 사망자료」, KOSIS

표 15. 2019년도 일반인구/선종 유병 집단 사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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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상기 이차검사 중 대장내시경의 이행률은 99.3%, 대장이중조영검사는 

0.7%였다. 이차검사로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해도 암 또는 선종의 제거와 

조직검사를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므로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이차검사로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제외하고 대장내시경검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대장내시경을 일차검진으로 설정했을 때의 수검률은 현재 분변잠혈검사의 

수검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이후 수검률에 따른 각 검진전략의 비용-효용성을 

분석할 때에는 각 전략에 60%, 80%의 수검률을 설정하여 시나리오별로 모의실험 

하였다.

연령별 일차검사 수검률 이차검사 수검률

계 41.0 43.0

50 ~ 54세 36.8 41.3

55 ~ 59세 38.5 43.8

60 ~ 64세 48.5 46.0

65 ~ 69세 47.8 47.6

70 ~ 74세 50.5 45.3

75 ~ 79세 38.2 39.5

80 ~ 84세 29.5 28.7

85세 이상 12.7 15.9

자료원: 일차검사 수검률은 2019년 건강검진 통계연보, 이차검사 

수검률은 2018년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산출함

표 16. 연령별 대장암검진 수검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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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용종절제술 혹은 대장암을 치료한 이후에는 3년 이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정상이면 5년 주기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나(김열, 

2013),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용종절제술/대장암 치료 이후 고위험군의 마콥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을 추적검사로 받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나. 민감도 및 특이도

  분변잠혈검사의 대장암 민감도와 특이도는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데이터와 

암등록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별로 산출한 값을 대입하였다. 분변잠혈검사의 

비진행성 및 진행성 선종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대장내시경의 비진행성 

및 진행성 선종, 대장암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Lew(2017) 연구의 값을 반영하여 

대입하였다.

검진 종류 구분 비진행성 선종 진행성 선종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민감도 11.4 15.9 59.6*

특이도 94.6 94.1 95.6* 

대장내시경
민감도 85.0 95.0 95.0

특이도 85.0 92.0 95.0

* 분변잠혈검사의 연령별 민감도는 건강검진 결과데이터와 암등록데이터를 기반으

로 연령별로 산출함 <표 18>

자료원: Lew 등(2017) 

표 17. 대장암 선별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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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증 발생률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Rim(2017)의 연구에서 

대장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을 구하였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출혈(0.083%)과 천공 (0.062%)으로 나타났다. 천공 발생 후, 이로 인한 사망률은 

Ladabaum(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7.5%로 설정하였다.

2-3. 효용가중치

가. 대장암이 없는 일반인구 집단의 효용가중치

  대장암이 없는 상태, 선종, 대장암 병기별 치료 후 추적관찰 5년 이후의 고위험 

상태는 일반인구집단의 효용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일반인구집단의 효용가중치는 

연령군 민감도 특이도

 계 59.55 95.64

 50-54세 61.15 96.09 

 55-59세 57.40 95.97 

 60-64세 59.94 95.89 

 65-69세 59.73 95.71 

 70-74세 57.63 95.32 

 75-79세 61.13 94.53 

 80세 이상 61.27 92.93

자료원: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 데이터와 암등록데이터 연계하여 산출

표 18. 분변잠혈검사 연령별 민감도 및 특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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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50세 이상 성인 중 대장암 진단을 받았거나 

유병상태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EQ-5D 지수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나. 대장암 병기별 효용가중치

  대장암 관련 건강상태의 효용가중치를 산출한 Lee 등(201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대장암 유병자의 효용가중치를 SEER 

stage에 따라 맵핑하여 효용가중치를 구하였다. 대장암 병기별 상태뿐만 아니라 

각 병기에서 추적관찰 5년 차까지 적용하였다. 사망의 효용가중치는 0으로 적용

하였다.

병기
발생 후 치료기간*

0 1 2 3 4 5

국한 0.680 0.680 0.680 0.680 0.680 일반인구와 

동일국소 0.592 0.592 0.592 0.592 0.592

원격 0.445 0.445 0.445 0.445 0.445 0.445

* 0년은 발생 첫해를, 1~5년은 치료 후 1~5년을 의미함 

자료원: Lee 등(2017)의 연구에 임상전문가 자문 적용

표 20. 대장암 발생 후 치료기간에 따른 상태별 효용가중치

연령군(세)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세이상

효용가중치 0.96 0.9541 0.9431 0.9247 0.8878 0.8897 0.8169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 19. 대장암 없는 일반 인구 효용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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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용 지표

  본 연구의 마콥모형에 투입되는 비용의 범위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환자가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보건의료비용(검사 및 암치료 비용) 

만을 포함하였다. 

가. 검사비용

  검사방법 별 비용은 2021년 의료수가파일의 단가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평균비용으로 산정하였다.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과 정량법으로 나뉘는데 두 

검사법의 이행률은 각각 45%와 55%(2016년도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데이터에서 

분석)로 두 검사법의 이행분율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대장내시경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분석했을 때 검진자의 90%가 수면내시경으로 진행하고 10%만이 비수면 대장

내시경으로 선택하였기에 수면 대장내시경의 이행분율을 적용하여 대장내시경 

비용을 산출하였다. 비급여항목인 수면비용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대장내시경 수면비용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표 21>. 대장내시경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로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감도분석을 통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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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 비용

  치료비용은 질병-특이적 접근법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대장암(C18-20)이 

주상병인 2010년도에 암발생자로 등록된 환자의 비용을 집계하여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을 산출하였다. 치료 비용으로는 입원, 외래, 약제에 해당하는 비용과 

각 항목별로 급여(보험자, 본인부담금)와 비급여에 해당되는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병기별로 암 발생 및 암 치료 후 1년~5년 차 상태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비급여비용을 산출할 때에는 2015년도~2017년도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대장암(C18, C19, C20, C18-20)을 주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평균을 구한 뒤 

비급여비율을 산출하였다<표 22>. 약국의 비급여비율은 자료원이 한계로 인하여 

조민우 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1%로 가정하여 대입하였다.

검사방법 분류번호 (수가코드) 단가 (원)

1. 분변잠혈검사* 4,492

   일반(정성법) 누-031 (D0319) (3,650)

   정밀(정량법) 누-031 (D0320) (5,090)

2. 대장내시경† 146,036

   결장경검사 나766 (E7660) (84,420)

   수면 비용 (비급여) (68,462)

3.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자770가 176,930

4. 소장또는결장폴립절제술 자264-1 (Q2645) 376,270

5. 선종치료비‡ 522,306

* 정성법과 정량법의 이행분율(4.5:5.5)을 반영하여 산출함

†대장내시경 수면검사와 비수면검사의 이행분율(9:1)을 반영하여 산출함

‡ 대장내시경비용과 폴립절제술을 합친 비용임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의료수가파일(보건기관 단가), 의료기관 설문조사 결과

표 21. 대장암검사 비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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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비급여율을 바탕으로 암등록자료의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하여 

병기별 치료차수별 비급여 금액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투입할 때 대장암의 치료 

후 1년~5년차 상태의 대상자는 암 발생 후 치료 차수별 생존자가 되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 첫 해의 대상자에 치료차수별 생존율을 곱하여 생존자를 구하였다. 

  생존율은 국립암센터의 5년 관찰생존율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치료 후 5년 차 

생존율은 4년차 생존율값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해당 값을 병기별 및 치료차수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에 각각 나누어 생존자당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위의 산출식을 사용하여 행태별(입원, 외래, 약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암종별 

건강상태에 따라 산출하였다 <표 23>.

구분 건보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입원 78.3 8.0 13.6

외래 79.5 8.2 12.3

자료원: 2015-2017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표 22. 대장암환자의 비급여율                                (%)

생존자수 건강상태별 
연간비용 입원외래약국 보험총액

생존자수 건강상태별 
연간비용 입원외래약국 총액 본인부담 

비급여비율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비급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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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병기 입원(원) 외래(원) 약제(원) 합계(원)

선종성 용종 - -

국한

발생 첫 해 5,293,938 1,600,560 279,842 7,174,340

추적관찰 1년 645,242 871,929 94,887 1,612,058

추적관찰 2년 480,589 643,553 59,104 1,183,246

추적관찰 3년 377,342 548,091 43,933 969,366

추적관찰 4년 363,637 579,794 36,029 979,460

추적관찰 5년 144,083 127,294 13,394 284,771

국소

발생 첫 해 13,894,107 4,221,513 558,566 18,674,186

추적관찰 1년 2,281,184 1,808,070 187,742 4,276,996

추적관찰 2년 1,561,784 1,391,114 116,984 3,069,882

추적관찰 3년 1,117,209 1,150,066 82,714 2,349,989

추적관찰 4년 905,174 1,148,075 55,614 2,108,863

추적관찰 5년 320,511 273,886 17,799 612,196

원격

발생 첫 해 27,279,761 7,624,051 771,193 35,675,005

추적관찰 1년 10,635,127 4,542,406 526,596 15,704,129

추적관찰 2년 6,049,312 3,115,378 385,965 9,550,655

추적관찰 3년 4,343,376 2,233,647 258,625 6,835,648

추적관찰 4년 2,769,493 1,691,771 198,729 4,659,993

추적관찰 5년 889,106 613,213 63,654 1,565,973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의료이용자료(2010-2016년도)

표 23. 요약병기별 행태별 보건의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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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증 비용

  천공의 치료비용은 천공의 중증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1월 기준의 건강보험행위급여에서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자770-1)의 

단가는 보건기관 기준 316,620원이다. 

  한동수 등(2004)의 연구에서는 천공에 의한 치료비를 1,374,140원으로, 박상민 

등(2004)의 논문에서는 3,000,000원으로 대입하였다. 대장위장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의료분쟁 사례에서 나온 천공으로 인한 한달 입원치료비는 2,473,341원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투입되는 비용을 316,620-3,000,000원의 범위 내인 

2,000,000원을 투입하였고, 이후 민감도분석에서 +20% 상한값과 –20% 하한값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대장내시경으로 인한 출혈에 대한 치료비는 2021년도 의료수가파일에 나온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자768)인 127,200원을 투입하였다.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간 소모, 정신적 위해 등의 비용은 

보건의료체계 관점내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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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장암 검진전략별 비용-효용분석 결과

1. 검진전략별 점증적 비용-효용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점증적 비용-효용비인 ICUR을 결과지표로 비용-효용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대장암검진사업의 일차검진방법 전략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였다. 

ICUR은 효용은 더 좋지만 비용은 더 비싼 대안과 기존의 방법 간에 효용 한 단위 

증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드는지를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 대장암검진의 각 비교대안에 따라 기대되는 질 보정 생존년수

(QALY)와 점증적 질보정생활년수 차이(QALYG)는 <표 24> <그림 3>과 같다. 가장 

비용이 낮은 전략인 비검진전략은 연평균 일인당 총 비용이 231,179원이었고, 

효용은 10.0242 QALY로 모든 전략 중에 가장 낮았다.

  현행검진전략인 연간 분변잠혈검사는 비용이 236,381원으로 두 번째로 비용이 

낮았으며 효용도 10.0350 QALY로 모든 전략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검사는 효용이 10.0451 QALY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은 7,981,229원으로 

가장 높았다. 즉, 전략별 비용효용분석 결과 일인당 비용이 가장 낮은 전략은 

비검진 전략이었으며, 현행방법인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일인당 효용이 가장 

높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우월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비검진전략과 연간 분변잠혈검사를 비교하면 1 QALY를 얻기 위하여 479,691원이 

소요되고,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1 QALY를 

얻기 위하여 7,981,229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전략들은 

비용은 높고 효용은 적었으므로 모두 열등한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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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비용

(원)

a

비용증분

(원)

b

효용

(QALY)

c

효용증분

(QALYG)

d

비용-효용 

증분비

b/d

비용-효용비

(원/QALY)

a/c

비검진전략 231,179 - 10.0242 0.0000 - 23,062

S1 (FIT, 1y) 236,381 5,203 10.0350 0.0108 479,691 23,556

S2 (FIT, 2y) 246,524 10,143 10.0305 -0.0045 -2,239,892 24,577

S4 (COL, 10y) 314,582 78,200 10.0324 -0.0026 -30,326,567 31,356

S3 (COL, 5y) 316,870 80,489 10.0451 0.0101 7,981,229 31,545

표 24. 검진전략별 비용-효용 분석결과

그림 3. 전체 검진전략별 비용효용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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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검률 시나리오별 비용-효용분석 결과

  본 연구의 기본분석에는 대장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을 분변잠혈검사의 수검률과 

동일하게 가정하였다(전체연령 기준 40%). 따라서, 실제 현실에서 대장내시경의 

수검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대장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이 30%로 현재 수검률보다 

낮아질 때의 결과와 일차검진(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을 

60%와 80%로 가정하였을 때, 이차검진(일차검사로 분변잠혈검사 이후 양성결과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만 수검률을 60%, 80%로 가정하였을 때, 그리고 일차검진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과 이차검진의 수검률을 모두 60%, 80%로 가정

하였을 때의 비용-효용분석을 시행하여 기본분석의 검진전략들과 비교하여 수검률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표 25>. 

그림 4. 비검진전략을 제외한 검진전략별 비용효용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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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대장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을 30%로 낮게 가정하였을 때는 기본분석과 

동일하게 비검진전략 다음으로 연간 분변잠혈검사가 비용이 제일 낮았고 연간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대장내시경의 ICUR은 9,773,528원/QALY로 기본분석에서 

나왔던 7,981,229원/QALY 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일차검진인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을 각각 60%와 80%로 가정하였을 때, 비검진전략 다음으로 

비용이 낮은 전략은 연간 분변잠혈검사였고 그다음으로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고려할 만한 전략이었다.

  반면, 일차검진의 수검률은 현재의 수검률을 반영한 채로 분변잠혈검사 이후 

양성결과에 대하여 받게 되는 이차검사인 대장내시경의 수검률을 각각 60%와 

80%로 가정하면 연간 분변잠혈검사가 비검진전략보다 비용이 낮아졌고 이어서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고려할만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일차검진(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과 이차검진의 수검률을 모두 60%로 

가정할 때, 마찬가지로 비검진전략이 열등전략으로 제외되고 연간 분변잠혈검사가 

가장 비용이 낮았고, 이어서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우월한 전략으로 나왔다. 

일차검진과 이차검진의 수검률을 80%로 가정했을 때에는 격년주기의 분변잠혈

검사가 가장 비용이 낮았고,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주기의 대장내시경이 우월한 

전략에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일차검진, 이차검진, 또는 일차와 이차검진 모두 수검률이 높아지면 

연간 분변잠혈검사의 비용이 낮아지고 효용은 높아졌고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비용과 효용 둘다 높아졌다. 일차검진과 이차검진의 수검률이 모두 80%로 증가하면 

격년 주기의 분변잠혈검사가 우월한 전략으로 포함되지만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열등한 전략이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우월한 

전략에 포함되었고, 10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은 기본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열등한 전략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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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비용

(원)

a

비용증분

(원)

b

효용

(QALY)

c

효용증분

(QALYG)

d

비용-효용 

증분비

b/d

비용-효용비

(원/QALY)

a/c

Colonoscopy 수검률 30% 일 때

비검진전략 231,179 - 10.0242 0.0000 - 23,062

S1 (FIT, 1y) 236,381 5,203 10.0350 0.0108 479,691 23,556

S3 (COL, 5y) 298,448 62,067 10.0414 0.0064 9,773,528 29,722

일차검진(FIT, Colonoscopy) 수검률 60% 일 때

비검진전략 231,179 - 10.0242 0.0000 - 23,062

S1 (FIT, 1y) 233,709 2,530 10.0383 0.0142 178,755 23,282

S3 (COL, 5y) 363,941 130,232 10.0502 0.0118 11,014,721 36,212

일차검진(FIT, Colonoscopy) 수검률 80% 일 때

비검진전략 231,179 - 10.0242 0.0000 - 23,062

S1 (FIT, 1y) 232,767 1,588 10.0412 0.0170 93,331 23,181

S3 (COL, 5y) 417,761 184,994 10.0533 0.0121 15,339,981 41,555

확진검진(Colonoscopy) 수검률 60% 일 때(일차검진 FIT 이후 양성결과에 대한 이차검사)

S1 (FIT, 1y) 217,955 - 10.0406 0.0000 - 21,707

S3 (COL, 5y) 316,870 98,916 10.0451 0.0045 21,820,090 31,545

확진검진(Colonoscopy) 수검률 80% 일 때(일차검진 FIT 이후 양성결과에 대한 이차검사)

S1 (FIT, 1y) 226,961 - 10.0378 0.0000 - 22,611

S3 (COL, 5y) 316,870 89,910 10.0451 0.0073 12,283,859 31,545

일차검진(FIT, Colonoscopy) 및 확진검진(Colonoscopy) 둘다 수검률 60% 일 때

S1 (FIT, 1y) 224,248 - 10.0416 0.0000 - 22,332

S3 (COL, 5y) 363,941 139,693 10.0502 0.0086 16,241,213 36,212

일차검진(FIT, Colonoscopy) 및 확진검진(Colonoscopy) 둘다 수검률 80% 일 때

S2 (FIT, 2y) 218,723 - 10.0411 0.0000 - 21,783

S1 (FIT, 1y) 218,886 163 10.0473 0.0062 26,291 21,786

S3 (COL, 5y) 417,761 198,874 10.0533 0.0059 33,513,653 41,555

표 25. 수검률 시나리오별 비용-효용분석 결과(열등전략 제외)



- 51 -

  모든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분석했을 때, 전체 통틀어 (1) 연간 분변잠혈검사의 

수검률이 80%일 때가 가장 비용이 낮은 전략으로 나왔고, 이어서 (2) 격년 분변

잠혈검사와 이차검진의 수검률이 모두 80%일 때, 그리고 (3) 5년 주기의 대장

내시경 수검률이 80%일 때의 시나리오가 가장 우월한 전략들로 나타났다 <표 27> 

<그림 5>. 

  기본분석과는 다르게 비검진전략은 열등전략이 되었고,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

검사는 수검률이 80%일 때, 비용과 효용 모두 모든 전략 중 가장 높았다. 그 외의 다

른 시나리오의 전략들은 상기 3개 전략에 비하여 열등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전략
비용

(원)

효용

(QALY)

비용-효용비

(원/QALY)

일차검진(FIT, 2y) 수검률에 따른 변화

현재 수검률(약 40%) 246,524 10.0305 24,577

수검률 60% 242,446 10.0328 24,166

수검률 80% 238,165 10.0351 23,733 

일차검진(FIT, 1y) 수검률에 따른 변화

현재 수검률(약 40%) 236,381 10.0350 23,556

수검률 60% 233,709 10.0383 23,282

수검률 80% 232,767 10.0412 23,181

일차검진(Colonoscopy, 5y) 수검률에 따른 변화

수검률 30% 298,448 10.0414 29,722

수검률 40% 316,870 10.0451 31,545

수검률 60% 363,941 10.0502 34,911 

수검률 80% 417,761 10.0533 40,752 

표 26. 수검률에 따른 일차검진방법별 비용-효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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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비용

(원)

a

비용증분

(원)

b

효용

(QALY)

c

효용증분

(QALYG)

d

비용-효용 

증분비

b/d

비용-효용비

(원/QALY)

a/c

S1(FIT, 1y) 

이차검사 수검률 80%
217,955 - 10.0406 0.0000 - 18,976

S2(FIT, 2y) 수검률 80% 

+ 이차검사 수검률 80%
218,886 932 10.0473 0.0067 138,212 19,025 

S3(COL, 5y) 수검률 80% 417,761 198,874 10.0533 0.0060 33,145,667 40,752 

표 27. 시나리오별 비용-효용분석 결과(열등전략 제외)

그림 5. 전체 시나리오별 비용효용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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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 비용-효용분석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에 대하여 일원 민감도 

분석(one-way sensitivity analysis)을 통하여 내포된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는 하한값은 –20%, 상한값은 

+20%의 기준으로 변화시켰고, 할인율은 0-5%로 변화시켰다. 대장내시경 비용의 

경우, 비수면으로 진행했을 때의 비용을 하한값으로 상급병원의 평균 비용을 

상한값으로 설정하여 민감도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28>. 

변수명 변수 설명 기본값 하한값 상한값

p_discount 할인율 0.045 0 0.5

c_COL 대장내시경 비용 146,036 83,268 300,000

p_NAA_prev 비진행성 선종 유병율 0.288 0.2304 0.3456

tp_NAA2AA 비진행성-진행성 선종 진행율 0.036 0.0288 0.0432

c_Polypec 용종제거술 비용 176,930 141,544 212,316

c_Adeno 선종치료 비용(비검진) 515,996 412,797 619,195

c_FIT 분변잠혈검사 비용 44,22 3,538 5,306

p_COL_bleeding 대장내시경 출혈 확률 0.1 0.08 0.12

u_L 국한암 효용가중치 0.68 0.544 0.816

c_COL_bleeding 대장내시경 출혈 비용 127,200 101,760 152,640

tp_Adeno2LC 선종-국한암 진행율 0.042 0.0336 0.0504

tp_LC2RC 국한-국소암 진행율 0.17 0.136 0.204

tp_RC2DC 국소-원격암 진행율 0.1 0.08 0.12

p_LC_Sx 국한암 증상발현율 0.17 0.136 0.204

u_R 국소암 효용가중치 0.592 0.4736 0.7104

p_COL_perforation 대장내시경 천공 확률 0.00062 0.000496 0.000744

표 28. 민감도분석에 투입된 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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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ICUR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의 

순서대로 토네이도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림 6>. 개별 막대그래프는 해당 변수에 

따른 일원 민감도분석을 의미하는데 토네이도 그림의 수직선인 EV(Expected 

Value)를 기준으로 빨간색 막대는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ICUR의 변화를 의미

하고, 파란색 막대는 변수의 값이 감소할 때의 ICUR의 변화를 의미한다. ICUR의 

0을 기준으로 막대가 넘어가면, 두 전략간 우위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림 6. 민감도분석 토네이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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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분석에서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할인율로, 하한값 0%와 상한값 5%에서 

일원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 간에 ICUR 값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7>.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대장내시경 비용으로, 하한값은 비수면 대장

내시경의 평균 의료수가를, 상한값은 상급 종합병원의 수면 대장내시경 비용을 

투입하였다. 대장내시경의 비용이 감소할수록 ICUR 값이 감소하며 증가할수록 

ICUR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그림 7. 할인율에 대한 일원 민감도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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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비진행성 선종 유병율, 비진행성-진행성 선종 

진행율, 비진행성 선종 증상발현율 등이 있지만 최종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림 8. 대장내시경 비용에 대한 일원 민감도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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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현행 국가대장암검진 방법인 분변잠혈검사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선택하여 각 검사별로 주기를 달리하여 비용-효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검진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반론과 이에 따른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연간 분변잠혈검사의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이 높은 가운데,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되어야 하는 선종의 검출률 또한 낮기 때문에 검진 자체의 성능과 

효과에 대한 점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검진성능의 저조함과 더불어 일차검진과 이차검진에 

대한 수검률 또한 40%대로 현행방법에 대한 국민 순응도가 낮아 대장암의 조기

진단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현행방법인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비교전략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선택한 이유는 대장내시경은 선종 및 조기암의 검출률 등 검진자체의 성능도 

뛰어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외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검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였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리라 예측되는 

비용과 효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 역학자료의 경우 대규모 코호트 자료가 부족하여 연간 선종 

발생률이나 선종에서 국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연간 진행률 등과 같은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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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여 외국의 자료를 참조하거나 다른 간접자료를 통해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변수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여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더 정교한 모형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역학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검진사업의 타당성에 초점을 둔 보건의료체계 관점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비용의 추정에서 직접비용만을 고려하였고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용과 시간비용, 대장암 치료와 관련되는 여러 간접비용들은 모형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을 계산할 때 현실에 걸맞게 포괄적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신뢰할만한 자료가 

축적되면 교통비, 시간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등장한 CT 대장조영술, 캡슐내시경, 분변 DNA 검사 등 신기술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해지면 각 검진방법의 시작 및 종료 연령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조합하는 등 더욱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한 비용-효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동일한 주제로 유럽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평가 모형과 설계에 반영된 가정이 상이하고, 

나라마다 의료체계와 수가가 달라 어떤 전략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전략 모두 비용-효과적인 

전략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국내에서 선행되었던 박상민 등(2004)의 연구는 분변잠혈검사, 에스결장경, 

이중조영바륨관장술, 그리고 대장내시경의 주기를 각각 다르게 조합한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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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생존연수를 건강산출지표로 사용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각 건강상태에 대한 효용가중치를 적용한 질보정생활년수(QALY)를 

최종 건강산출지표로 사용하여 비용-효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장암의 

역학적 지표에서도, 본 연구는 건강상태를 비진행성 선종-진행성 선종-국한암

-국소암-원격암 상태로 세분화하여 각 상태별로 비용과 효용, 암의 진행율 등 

더욱더 정교한 값을 투입하여 모형을 고도화하였고, 최근 국가검진통계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 암등록자료 등을 통하여 추출한 값을 투입하여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박상민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수검률이 각각 

30%일 때와 100%일 때 모두 대장내시경을 일차검진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었고 분변잠혈검사는 열등한 전략으로 나와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검사가 우월한 전략으로 나온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한 점증적 비용-효용비(ICUR)를 근거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 QALY를 추가로 획득하는데 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를 비용효용분석의 임계값으로 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불의사 기준에 관한 지표는 없으나 통상 1인당 GDP를 한 국가의 

지불능력으로 기준하여 ICUR값이 1인당 GDP보다 낮으면 비용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양봉민, 2015). 본 연구의 결과에서 비검진전략에 대한 현행전략인 연간 

분변잠혈검사의 ICUR은 479,691원이었고, 연간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5년 주기의 

ICUR은 7,981,229원으로 두 전략 모두 2019년도 기준 국내 1인당 GDP인 

33,720불(통계청, 2021), 약 37,600,000원의 범주안에 포함되어 있어 모두 

비용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방법과 비교하는 대안전략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핵심은 가장 저비용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안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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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김유진, 김윤희,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두 

전략 모두 사회지불의사 비용 내에서 수용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두 전략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건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즉, 비용이 높고 침습적인 

방법일지라도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선종을 조기에 검출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거하여 대장암 발생의 예방을 목표로 할 것인지 혹은 비용이 저렴하고 비침습적이며 

편리한 방법인 분변잠혈검사를 통하여 진행한 신생물의 검출에 목표를 둘 

것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각 전략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두 가지 검진전략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69%가 대장내시경을 선호한다고 밝혀 분변잠혈검사를 선호한다고 한 

31%의 응답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았고, 주요 선호 이유로는 검사의 정확도와 

검진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Cho, 2017) 대장내시경검사를 

일차검진방법으로 시행하였을 때 수검률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순응도가 기본분석과 달라질 것을 대비하여 

수검률이 변화하였을 때의 전략 간의 비용-효용성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이 현행 수검률보다 낮을 때와, 분변잠혈검사와 대장

내시경검사의 수검률이 증가할 때의 시나리오, 확진검진의 수검률만 증가할 때, 

그리고 일차검진과 확진검진의 수검률이 모두 증가할 때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비용-효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검률이 높아질수록 분변잠혈검사의 비용은 

낮아지고 효용은 높아졌고, 대장내시경검사는 비용과 효용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검진의 효과를 높이려면 먼저 현재 수년간 정체되어있는 일차검진과 

이차검진에 대한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장

내시경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상응하게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사업의 일차

검진방법으로 실시할 때의 수검률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국민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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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 간의 대장암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향적 무작위비교 연구 4개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대장내시경을 일차검진방법으로 하는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이 운영중이므로(Park 등, 2021) 이에 대한 검진의 효과 

및 부작용과 수검자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향후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기본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할인율이었으며, 할인율이 커질수록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 전략 간의 ICUR 값이 증가하였다. 또한, 

비진행성 선종의 증상발현율을 0%로 가정하였을 때는 무증상상태에서 선종의 

발견과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검진전략이 열등한 전략이 

되었으나, 증상발현율을 5%로 가정하자 가장 비용이 적은 우월한 전략에 

포함되었다. 검진방법별 특성에 따라 대장내시경은 무증상 선종의 검출률이 

높고 분변잠혈검사는 낮기 때문에, 선종의 유병률이 높고 선종의 증상발현율은 

낮을수록 대장내시경이 다른 전략들에 비해 효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장암 선별검사의 

일차검진 방법에 대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 모형과 투입지표값을 고도화

하여 비용-효용을 분석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암검진에 대한 국민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진이용에 대한 형평성 

연구 또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향후에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의 성과와 국내 대장내시경의 효과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대장내시경검사의 이득과 위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략 중 가장 효용이 높고 검진 선호도가 높게 나온 대장

내시경검진을 일차검진 방법으로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국민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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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현행 국가 대장암검진방법인 분변잠혈검사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장내시경의 비용-효용성을 경제성평가 모형인 마콥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장암검진을 하지 않는 비검진대안에 비교하여 현재의 

국가 대장암 조기검진 대안은 비용-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대안에 대해 점증적 비용-효용 분석을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한 비용-효용 임계값 범주내에서 연간 분변잠혈검사와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검사는 모두 비용-효용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전략 중 5년 주기의 대장내시경이 효용이 가장 높았다. 

  모형에서 검진의 수검률을 증가시켰을 때 각 전략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장암검진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순응도를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통한 비용-효용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최종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장암 조기검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장암검진 정책 수립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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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st-utility analysis of primary screening modality for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Fecal Immunochemical Test versus 

Colonoscopy

Hyewo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 Yoon Kim, M.D., Ph.D.)

Background: Colorectal cancer (CRC)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Korea. Previous studies have proved that 

population-based CRC screening program can reduce CRC incidence and 

mortality while improving CRC survival rate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up-to-date evidence of the cost-utility of 

two of the currently most preferred methods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fecal immunochemical test (FIT) and colonoscopy.

Methods: Cost-utility of FIT annually, FIT biennially, colonoscopy 

every 5 years, colonoscopy every 10 years, and no screening were 

estimated using a probabilistic Markov model. The model simulated the 

development of colorectal cancer via adenoma-carcinoma pathways. 

Current screening participation rates were applied in the base-case 

scenario and alternative scenarios assuming 60% and 80% participation 

were modelled. The costs were calculated from the health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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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and the lifelong costs and quality-adjusted life expectancy 

(QALY) of 50-year-old average-risk Koreans without screening and with 

screening by each modalities were estimated. The incremental 

cost-utility ratios (ICUR) were calculated as final outcomes.

 

Results: In the base-case analysis with the current levels of 

participation, FIT repeated every year was the most cost-effective 

strategy, with an ICUR of 479,691 KRW per QALY vs. no screening 

strategy. Colonoscopy every 5 years was the next most cost-effective 

strategy, with an ICUR of 7,981,229 KRW per QALY vs. annual FIT. The 

findings were robust to probabilistic sensitivity analysis. Increased 

participation rates of annual FIT led to the greater QALYs at lower 

costs. Both costs and QALYs of colonoscopy every 5 years increased with 

higher participation rates.

Conclusion: A screening program based on FIT every year and colonoscopy 

every 5 years appeared to be cost-effective approaches for CRC 

screening program in Korea. The best possible outcomes of each 

strategies can be achieved by increas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However, a substantial uncertainty over this result is still present 

and other factors such as patient acceptability of the primary 

screening moda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the best strategy. Finally, randomized clinical studies to capture all 

values relavant to natural history of CRC are needed to accurate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Keywords: cost-utility analysis, Colorectal cancer, FIT, Colonos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