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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비용 감소를 위한 환자중심 진료의 적정성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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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years of life lost to premature mortality, cancer imposes the highest burden in Korea.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cancer,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cancer control programs aiming to reduce cancer incidence, to increase survival rates,
and to decrease cancer mortality. However, these programs may paradoxically increase the cost burden. For examples, a cancer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could bring about over-diagnosis and over-treatment, and supplying medical services in a paternalistic manner could lead to defensive medicine or futile care. As a practical measure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ancer, appropriate cancer care should be established. Ensuring appropriateness requires patient-doctor communication to ensure that utility values are shared and that autonomous decisions are made regarding medical services. Thus, strategies for reducing the cost burden of
cancer through ensuring appropriate patient-centered care include introducing value-based medicine, conducting cost-utility studies, and developing patient decision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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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 국가에 있어 각종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의 수준
을 측정하고 그 추세(trends)를 알아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국가 보건사업 정책의 결정과 수행
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1].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보건의료의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2], 국가별
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질병
부담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3].
지금까지 질병부담의 측정을 위해 제시된 방법은 (1) 고전
적 역학지표를 활용하는 법, (2) 비용 부담(cost burden)을 측
정하는 법, (3)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대분할 수 있다[4]. 이중
HRQoL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가 주축이 되어 Disability Ad-

justed Life Year (DALY)란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질병 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를 수행하고 있다[5].
한국인에 있어 DALY를 기준으로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은 2002년 당시 암(cancer)이었으며[6], 십년이 지난
2012년 현재 내분비 질환으로 변동이 있었다[7]. 그러나 상
실건강년수(years of life lost to premature mortality) 지표로 볼
때 암은 2012년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7]. 이처
럼 적용하는 지표에 따라 질병부담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는 점에서, 생존율을 반영하는 사망/발생 비(mortality: incidence ratios, MIR)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8].
따라서 암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각종 정책들은 암발생
을 줄이고, 이미 발생한 환자에 있어서 생존율을 높여서 암
으로 인한 사망수준을 줄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8].
그런데, 2002년과 2012년의 10년 사이에 암의 발생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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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es of the overall cancer burden between 2002
and 2012 in Korea1
2002

2012

DALY [3,5]

1525

2261

Incidence [9]

229.8

323.3

Mortality [10]

149.0

131.3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1
DALY: per 100 000 population; Age-adjusted Incidence and mortality: per
100 000 population.

률, DALY 변동을 살펴보았을 때,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발
생률과 DALY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암 부담 지표 개
선 노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Table 1). 예를 들어 암 부
담 감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기암 검진사업은 암의 유
병률을 높이면서 암 치료 비용에 있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
을 증가시킬 수 있다[11-14]. 이런 모순 속에 경제적 부담을
암 부담의 또 다른 지표로 다룰 필요도 있다[13].
본 논고의 목적은 암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각종 노력들
이 암 부담과 관련한 지표들의 변동만이 아니라 암질환의
비용부담도 감소시키는 가를 살펴보고, 특히 보건의료 서
비스의 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암 진료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
는 것이다.

암관련 통계지표에 근거한 암부담 감소 정책의 실제적
영향

1. 발생률 감소

암 부담의 감소를 위해 암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15]. 암 발생에 관련한 위험 요인
(risk factor)의 기여분율(attributable fraction)을 산출하고
[16],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일차 암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17]. 한국인에 있어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차원의 암 부담 수준을 낮추는
고무적인 사실이다[9].

대장직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성인을 대상으
로 시행하고 있다[18]. 2012-2014년도 발생률 변화에 있어
유방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암의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보
였다는 점[9]과 전체 암사망률이 1983-2002년까지는 증가
했다가 2002-2007년에 감소했다는 점은 NCSP의 긍정적 영
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10]. 그렇지만 NCSP 사업에 있어 다
각도의 비용분석(cost analysis) 연구가 이루어 져야만 보다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NCSP의 검진항목에 포함된 유방암의 발생률이 지
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조기검진의 과진단(over-diagnosis) 논란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19,20]. 유방암
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신장암과 함께 과진단을 일으키는
대표 암종이기 때문이다[21,22]. 과진단은 곧 과치료(overtreatment)를 야기하고, 의료서비스를 오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들 암에 대한 조기진단의 노력은 오
히려 암 부담을 증가시키는 모순을 낳게 만든다[11, 23]. 그
렇기에 현재 NCSP 사업의 검사 항목에 유방암을 포함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24]. 반면에 조기검진의 효과가
입증된 암종에 대하여만 검진을 할 때, 암 부담 감소란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10].
둘째 전략인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최근에는 개별 환자의 암 유전형에 맞춘 항암제를 투
여하는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혹은,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이 대두되고 있다[25]. 이처럼 의료기술
개발에 의해 암 치료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비용 대
비 효과에 대한 의사결정용 근거가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2,14]. 즉, 진료 현장에서 비용부담보다는 치료 효과를 더
강조한 흐름 속에, 암 치료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11,12].
또한 치료율을 높일 경우 암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장애
손실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가 높아져 암부담을 증가
시키는 요소가 된다[26]. 따라서 완치율을 향상시키려는 다
각도의 노력은 조기검진의 효과가 입증된 암종에 대한 검
진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다 암 비용부담을 실제
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3. 사망률 감소

2. 완치율 향상

일단 발생이 시작된 암에 대하여는 완치율을 높이는 것
이 암 부담 감소를 시키는 것이 된다. 완치율을 높이는 전략
으로 (1)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2)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전략인 국가암검진 사업(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NCSP)은 1999년을 시작으로 검진 대상 원
발암을 확대하여 2016년 현재 5대 주요 원발암 -위암,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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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이후 치료를 했지만 완치를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암환자에 있어서, 조기 사망을 줄여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
은 암 부담 감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암 진료현장에서 생
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
와 무의미한 연명치료(futility)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방어 진료는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에 대한 대비
를 위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27],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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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보험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암
비용 부담을 증대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2,27]. 말기
암 환자에 있어 연명치료도 사망 일자를 늦추기 위하여 불
필요하게 치료비용을 증가시키게 한다[28].

실제적인 암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제언: 환자중심의
진료 적정성(appropriateness) 확보
이상에서 암 부담의 감소를 위해 3가지 지표의 변화 -발
생률 감소, 완치율 향상, 사망률 감소-를 추구하는 노력은,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제외하
고는 오히려 암 치료비용을 증대시켜 실제적으로는 암 비
용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반면 조기검진
의 효과가 있는 암종에 대한 검진사업은 암 부담을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두 가지 지표-완치율 향
상과 사망률 감소-의 변화 노력에서 실제적으로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 환자, 제공자 의료인, 그
리고 정책 담당자의 3자간 다각적인 전략들을 강구해야 한
다[29,30].
특히 암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암 비용부담 증대를 감축
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치료(more efficient and effectiveness care)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곧 의료 서비
스 제공의 적정성(appropriateness)을 실현하는 것이다[29].
진료에 있어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추진을 위하여
Brook [29]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가치(value)를 공유하여서,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1) 환자-의사 간 수
평적 소통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2) 다양한 소통 도
구들을 이용하여 의료진의 적절한 설명에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호간 가치의 간극(gap)을 줄일 수 있어야 하
며, (3)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는 자신이 제공받을 의료 서비
스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0-33]. 이
렇게 되어야만 방어 진료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같이 암 비
용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다. 이상의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추진
요구들 각각에 있어 구체적인 수행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사 간 소통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암 진료에 있어 환자-의사 간 소통(patient-physician communication)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34]. 환자에게 절망적
인 암 확진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암 치료로 인한 비용부
담이 생기기 때문이다[35]. 따라서 주치의 입장에서 성공적
인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행 지침 등을 개발해서 이
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36]. 이와 관련하여 SPIKE$ 란 protocol이 제시되어 있는데[37], 국내 진료환경에 맞게 번안하

여 실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 환자일수록, 여성 환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환자-의사 간 소통을 더 요구한다는 점에서[34], 환
자 맞춤별로 소통의 폭을 달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료진들
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38].
소통과정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근거(best evidences)에 따라 개발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33]. 그러나
실제 진료현장은 CPG를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이
유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환자 개개인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31,38]. 근거가 부
족한 경우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개별 요구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환자의 선호
도를 알아낸 다음 비용에 따른 진료성과의 득과 실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12]. 이 과정을 소홀히 할 때 방어 진료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등이 개입되는 것이다[27,28].
2. 환자의 선호도를 알아낼 가치평가 도구 개발

환자의 선호도(preference)를 알아내는 노력은 곧 가치중
심의학(value-based medicine)을 실현하는 것이다[31]. 환자
의 선호도는 효용(utility) 개념과 연결되고, 효용 개념은 예
상되는 득과 실을 검토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때
문이다[39].
환자의 효용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교환법(time
trade-off)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재현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이다[40]. 이 측정법을 활
용하여 국내 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비용-효용분석(costutility analysis)을 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한다[31]. 그래야만 암 진료의 비용 대비 효용을 극
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암 비용부담을 실제적으로 감
소시킬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3. 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도울 도구 개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가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려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확보해서 주치의로부터 최선의 근거에
바탕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진 다음, 환자 자신의 선호도
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38].
이렇게 환자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당사자의
선호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자결정 조력도구(patient decision aids, PDA)가
개발되고 있다[32,42]. 그 예로 과진단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전립선암 조기검진용 검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으며[43], 이를 활용해서
조기검진용 검사를 13% 줄일 수 있었다[44]. 이처럼 PD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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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할 경우, 방어
진료 같이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면서
[45,46],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38,47].

결론
따라서 암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시킬 행동 지
침서를 개발하고 교육하며, 환자의 효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최선의 근거와 효
용가치에 따라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PDA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암 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국가의 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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