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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인 뇌혈관질환 사망률

연구배경

 한국인의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암 사망에 이어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

도로 중요

 심장병과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조사망률은 2000년 이후 남녀 공히 감소하

고 있으나, 10만명당 45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1)

 허혈성 심장질환 조사망률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증가 폭이 둔화

되어 10만명당 25명에서 30명 수준을 유지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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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인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



연구배경

 심뇌혈관질환 의료비 추이(2006-201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악성신생물이며, 그 다음이 심뇌혈관질환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58조 원의

6.1%를 차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2%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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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심뇌혈관질환의정의(ICD-10 코드)

심뇌혈관질환 ICD-10 코드

허혈성 심장질환

(Ischemic heart diseases, IHD)
I20-I25

뇌졸중 (Stroke) I60-I69 (예측 모형에는 I63 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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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사회경제적 비용의 구분

 직접비용

 직접의료비

 직접비의료비

 간접비용

 시간비용

 사망손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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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직접의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직접의료비

 2015년 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 중 질병소분류(3단 상병)통계의

연령/성별/진료형태별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건강보험 진료비(약 3조 5,088억 원)

 비급여 진료비(약 5,90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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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교통비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15년 기준으로 산출

 외래교통비 (약 338억 원)＝ 외래내원일수 × 왕복교통비

 입원교통비 (약 162억 원)＝ 입원환자수 × 환자 당 연간 평균 입원 횟수 ×

입원 시 왕복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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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직접비의료비

 간병비

 환자의 질병 이환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의료이용 시 유급간병인 혹은 가족

및 친척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

 대체비용접근법에 의해 유급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친척이 간병한 경우에도 유급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가정하여

간병비용 산정

 의료패널의 1일 간병비용을 통계청의 간병 도우미료 물가지수 반영 환산

 총간병비 (약 9,915억 원) = 입원일수 × 일당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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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용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받는 중에 발생한 시간적 손실을 비용으로 추정

 시간비용

 인적자본접근법에 따라 산출

= 의료이용에 소요된 시간 × 연령별 시간당 임금 ×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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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용

 외래 방문 시 시간비용 (약 888억 원)

 연령군별 환자 외래방문 횟수, 외래 방문 1회당 평균 총 소요시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

 왕복 이동시간 (한국의료패널 자료)

 연령군별 시간당 임금 총액 (노동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연령군별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괄 자료)

 입원 시 시간비용 (약 1조 2,252억 원)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입원 일수만큼 근로시간 상실로 간주

 외래 시간비용 계산과정과 동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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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용

 사망손실비용

 인적자본접근법에 기초하여 조기 사망한 경우 발생한 생산성 손실 산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해 65세 이전 사망한 사람들의 당시 연령을 65세에서

차감하여 상실된 생산가능년수를 구함

 사망손실비용(약 2조 4,829억 원)＝

상실된 생산가능년수 × 210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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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비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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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비용 총괄

(단위: 원)

구분 항목 비용

직접비용

직접의료비(건강보험급여, 법정본인부담) 3,508,776,452,480

직접의료비(비급여) 590,150,039,874

직접의료비(외래 교통비용) 33,844,209,888

직접의료비(입원 교통비용) 16,238,735,040

직접의료비(간병비) 991,529,052,796

직접의료비 소계 5,140,538,490,078

간접비용

이환손실(외래 시간비용) 88,826,594,069

이환손실(입원 시간비용) 1,225,187,078,406

사망손실(조기 사망비용) 2,482,905,750,000

간접비용 소계 3,796,919,422,475

총계 8,937,457,912,553



사회경제적비용 종합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 = 약 8조 9,374억 원

 직접 비용 (약 5조 1,405억 원)

 간접 비용 (약 3조 7,969억 원)

 이 결과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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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 생애의료비 추정



2015년 전국자료를 이용한
심뇌혈관 질환 생애의료비 추정

 40~75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심뇌혈관질환 평균 사망연령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각 연령대별

기대여명

 연령대별 생애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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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8

(단위: 원)

성별 40-75세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40-75세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

남녀 2,177,992 712,290

남 2,173,118 727,516

여 1,977,717 6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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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

성별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심뇌혈관질환 평균

남녀 78 78 78

남 73 75 74

여 82 81 81.5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5

심뇌혈관질환 평균 사망연령



2015년 전국자료를 이용한
심뇌혈관 질환 생애의료비 추정 결과

 40세의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남녀 평균적으로 38년을 생존한다고 볼

경우, 생애 총 진료비로 약 80백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인부담금으로는 약 27백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

 아울러 50세~55세 사이의 환자, 예를 들어 53세 환자의 1인당 생애 총

진료비는 남녀 평균 약 54백만 원, 본인부담금은 18백만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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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 및 발생위험도
관리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 파악



분석대상자의 건강검진정보를 통한
개인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DB 자료의 건강검진정보를 통해 개인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Cardiovascular Risk 또는 CV Risk)를 산출함

 심뇌혈관질환 위험도(CV Risk)는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팀이 한국인 대상

심장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모형에 기반하여, 2002-2005년을 기본

기간(Baseline)으로 설정 후 산출

 개인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점수를 구하는 식에 포함된 변수

 성,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약 복용하는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 고혈압 약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 흡연력, 당뇨병

유무(당뇨병 과거력 또는 공복혈당 126 mg/dL 이상)22



분석대상자의 건강검진정보를 통한
개인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추정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

 제외 대상: 2002-2005년 동안 심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을 하였거나 3회

이상 외래를 한 환자들을 심뇌혈관 질환 유병자로 정의하여 발생에서

제외

 분석 대상: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새롭게 발생한 심혈관 질환을 분석에

사용

 위험도 점수 산출식에 사용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대상자들은

제외를 한 후, 최종 449,766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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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과정 심뇌혈관질환발생 위험도산정 단계

개인별위험 요인수준과 가중치를

곱하여개인의위험수준산정

KMSUM = 9.362 X AGE + 2.425 X AGESQ + 6.409 X TC - 1.430 X 

AGETC - 3.843 X HDL + 0.810 X AGEHDL + 18.589 X TRSBP -

4.116 X AGETRSBP + 18.541 X UNSBP - 4.112 X AGEUNSBP + 

2.464 X CUSMOK - 0.503 X LAGESMOK + 0.410 X DM

KWSUM = -9.519 X AGE + 3.417 X AGESQ + 0.320 X TC - 0.476 X 

HDL + 13.402 X TRSBP - 2.889 X AGETRSBP

13.291 X UNSBP - 2.876 X AGEUNSBP + 0.415 X CUSMOK + 0424 

X DM

* Age: 연령; TC: 총콜레스테롤; AGETC: 연령*총콜레스테롤;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 AGEHDL: 연령*고밀도콜레스테롤; TRSBP: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수축기 혈압; UNSBP: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대상자의 수축기 혈압; CUSMOK: 현재 흡연여부; 

LAGE*SMOK: 연령*현재흡연여부; DM: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점수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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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과정 심뇌혈관질환발생 위험도산정 단계

심뇌혈관질환발생 위험요인의평균

수준과가중치를곱한 평균수준산정

MSUM = 9.362 X 3.902 + 2.425 X 15.253 + 6.409 X 5.263 -1.430 X 

20.538 - 3.843 X 3.847 + 0.810 X 15.014 + 18.589 X 0.262 - 4.116 

X 1.049 + 18.541 X 4.555 - 4.112 X 17.754 + 2.464 X 0.496 - 0.503 

X 1.923 + 0.410 X 0.101

WSUM = -9.519 X 3.935 + 3.417 X 15.507 + 0.320 X 5.284 - 0.476 

X 3.965 + 13.402 X 0.329 - 2.889 X 1.326 + 13.291 X 4.483 - 2.876 

X 17.616 + 0.415 X 0.045 + 0.424 X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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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점수 산출식



산출 과정 심뇌혈관질환발생 위험도산정 단계

평균수준에서개인수준의차이를

10년위험도에적용하여개인의

심뇌혈관질환위험도산정

x = KMSUM - MSUM

y = exp(x)

Finally, the absolute 10-year risk of ASCVD, KHS_M=(1.096427y), 

where 0.96427 is the baseline survival rate for men.

x = KWSUM - WSUM

y = exp(x)

Finally, the absolute 10-year risk of ASCVD, KHS_W=(1.096963y), 

where 0.96963 is the baseline survival rate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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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점수 산출식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점수와 의료비 관계

 위험도 1% 증가 시 의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

 의료비 = β1 x 위험도 점수 + 성

 위험도 점수를 10분위로 나누어 10개의 그룹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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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조절에 따른 의료비 절감

 혈압 10mmHg ▽

 혈당 5mg/dL ▽

 당뇨 조절 #

 금연 #

 총 콜레스테롤 20mg/dL ▽

 고밀도 콜레스테롤 5mg/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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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관리와
위험도 점수 및 의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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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관리 위험도 점수 감소(%) 의료비 감소(원)

혈압 10mmHg 감소 1.3 170,385

혈당 5mg/dL 감소 0.6 85,427

당뇨 조절 (당뇨 없음) 1.0 170,385

금연 0.6 81,210

총 콜레스테롤 20mg/dL 감소 0.9 117,061

고밀도 콜레스테롤 5mg/dL 증가 0.9 118,037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별
‘혈압’ 관리에 따른 의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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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12 948,770 1,056,448 1,176,449 
1,314,394 

1,498,797 
1,765,205 

1,971,271 

2,621,308 

3,471,502 

723,007 
905,051 998,538 1,099,570 1,213,983 

1,371,327 
1,607,693

1,778,073 

2,377,073 

3,103,795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0.1-1.1 1.2-1.5 1.6-2.0 2.1-2.6 2.7-3.4 3.5-4.4 4.5-5.9 6.0-8.2 8.3-12.5 12.6-64.9

기존 혈압-10mmHg

(조절에 따른 의료비 감소, 원)

(10년 ASCVD위험도, %)

심뇌혈관질환 대상자에서 혈압 조절에 따른 평균 의료비 절감 예측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별
‘혈당’ 관리에 따른 의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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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대상자에서 혈당 조절에 따른 평균 의료비 절감 예측

753,612 948,770 1,056,448 1,176,449 
1,314,394 

1,498,797 
1,765,205 

1,971,271 

2,621,308 

3,471,502 

750,950 
942,206 1,042,832 1,152,033 1,275,402 

1,442,995 

1,691,629
1,877,669 

2,495,334 

3,243,678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0.1-1.1 1.2-1.5 1.6-2.0 2.1-2.6 2.7-3.4 3.5-4.4 4.5-5.9 6.0-8.2 8.3-12.5 12.6-64.9

기존 혈압-5mg/dL

(조절에 따른 의료비 감소, 원)

(10년 ASCVD위험도, %)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별 ‘혈압, 혈당, 당뇨, 금연,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조절’에 따른 의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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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대상자에서 혈압&혈당&당뇨&금연&
총 콜레스테롤&고밀도 콜레스테롤 조절에 따른 평균 의료비 절감 예측

753,612 948,770 1,056,448 1,176,449 
1,314,394 

1,498,797 
1,765,205 

1,971,271 

2,621,308 

3,471,502 

711,753 
889,282 976,773 1,070,891 

1,175,851 
1,320,307 

1,539,385
1,681,593 

2,225,738 

2,750,648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0.1-1.1 1.2-1.5 1.6-2.0 2.1-2.6 2.7-3.4 3.5-4.4 4.5-5.9 6.0-8.2 8.3-12.5 12.6-64.9

기존 혈압-10mmHg&혈당-5mg/dL&당뇨조절&금연&총콜레스테롤-

20mg/dL&고밀도콜레스테롤(HDL)+5mg/dL

(조절에 따른 의료비 감소, 원)

(10년 ASCVD위험도, %)



종합

 심뇌혈관질환 위험도(CV Risk)가 높을 수록 위험요인 관리에 따른
의료비 절감 폭이 큼

 대부분의 위험요인을 관리할 경우 최대 20%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됨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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