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7질보정수명과 지불용의를 활용한 흡연 관련 조기사망의 경제적 질병부담 추정 | Original article

Original article

Economic burden of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using willingness to pay on quality-adjusted life years

질보정수명과 지불용의를 활용한 

흡연 관련 조기사망의 경제적 질병부담 추정

조보금1, 이현정1, 공영훈2, 조민우1

1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대한산업보건협회

Bogeum Cho1, Hyeon-Jeong Lee1, Young-Hoon Gong2, Min-Woo Jo1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2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Correspondence to: Min-Woo J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Tel: +82-2-3010-4264
E-mail: mdjominwoo@gmail.com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Received: September 8, 2017
Revised: October 24, 2017
Accepted after revision: October 30, 2017

ⓒ Published by Korean Society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9339/pha.1.1.177&domain=pdf&date_stamp=2017-12-31


178 대한공공의학회지

Abstract

Objectiv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EB) of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using 

willingness to pay (WTP) on 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 loss. 

Methods: Total 35 smoking related diseases were obtained from a recent Korean economic burden of study. Th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 of smoking for each disease was calculated using relative risk of each disease 

and smoking prevalence. After estimating QALY loss for premature death on each disease, we applied WTP to estimate 

the EB of diseases. Finally, the EB of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was estimated by applying the PAF.

Results: Total QALY loss of 35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in 2013 was 137,799 QALYs. Among the assessed 35 

diseases, the largest QALY loss was for bronchial and lung cancer (48,725 QALYs), followed by ischemic heart disease 

(13,212 QALYs), and stomach cancer (7,224 QALYs). Total cost due to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was 4,243 

billion KRW. When estimating the cost by disease, the highest cost also was for bronchial and lung cancer (1,486 billion 

KRW), followed by ischemic heart disease (403 billion KRW), and stomach cancer (220 billion KRW).

Conclusion: The EB of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is substantial in Korea.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QALYs 

and WTP when estimating EB of premature death.

Keywords : Cost of illness, Quality-Adjusted Life Years, 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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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흡연은 각종 질환 발생 및 그에 따른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암[1-2], 심혈관질환[3] 및 

호흡기질환[4] 등 여러 질환의 발생이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흡연은 사망률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미

국에서는 매년 흡연으로 인하여 480,000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30세 이상 사망

자 26만 여명 중 흡연관련 사망자 수는 58,155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49,704명, 34.7%; 여성 8,451명, 7.2%)[6].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흡연에 따른 경제적 질병부

담을 적게는 2조 6,126억원[7]에서 많게는 5조 4,603억원[8]으로 추정하였다. 최근에는 이선미 등[9]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 관련 경제적 부담을 7조 1,258억원으로 추정한 바가 있다. 외국에서도 여러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스웨덴에서는 8억 400만 달러[10], 호주에서 314억 8600만 달러[11]로 흡연에 따른 경제적 질병부담

을 추산하였다.

경제적 질병부담을 추정할 때에는 비용항목으로 보건의료비용, 환자/가족 비용 그리고 생산성 손실비용을 고려한다

[12]. 보건의료비용은 실제 질환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인데, 사회적 관점에서는 보험자와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용을 

의미한다. 환자/가족 비용으로는 교통비용, 간병비용 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손실비용은 질환으로 인해 환자

가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생산성 손실비용을 추정할 때에는 주로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 HCA)과 마찰비용접근법(friction 

cost approach, FCA)을 사용한다[12]. HCA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비용을 추정하는데, 

이 때 국가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12]. 이

처럼 HCA는 자료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질환 치료로 인한 장단기 

결근으로 생산성 자체가 완전히 소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생산성 손실비용을 너무 높게 추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FCA의 경우, 유급 노동자의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교육 등의 대체 비용 개념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작업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만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기에 HCA와 

비교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손실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접근법 모두 유급 근무 환경에서의 생산성 손실을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

닌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삶의 가치를 저평가한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14].

유급 근무 환경에서의 생산성 손실만 고려한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에 직접적으로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보정수명(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 손실과 같은 건강수명에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WTP)를 이용하여 수명을 직접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QALY는 효용을 이용하

여 구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과 사망을 모두 반영하는 건강편익의 일반적 측정 단위로 

비용-효용분석에서 결과 지표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14].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훈 등[15]이 WTP를 사용하여 1 QALY

당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른 경제적 질병부담을 건강수명에 대한 WTP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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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연구방법

1. 개요

우선 흡연 관련 질환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흡연과 관련한 사망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와 현재 흡연

율을 이용하여 사망원인별 흡연의 인구집단 기여위험분율(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산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사망원인별 QALY 손실을 추정한 후 PAF를 적용하여 흡연 관련 사망원인별 조기사망에 따른 QALY 손실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WTP를 적용하여 흡연관련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비용을 계산하였다<Figure 1>.

<Figure 1>. Methodological flowchart

1) Quality-adjusted life years

2) Willingness to pay

2. 흡연 관련 질환 및 사망의 상대 위험도 선정

이 연구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질환의 범위 및 사망의 RR로 이선미 등[9]이 현재 흡연자와 관련하여 제시한 35개 질환

과 RR을 사용하였다<Appendix table 1>. 이 연구에서는 1992~1995년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

직원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992~2013년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를 연계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준년도를 2013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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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집단 기여위험분율

이 연구에서는 PAF 산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Levin의 공식[16]을 사용하였다(식 1)(p = 흡연율; r = 상대위험도). 이

때, 기준년도에 따라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3년 19세 이상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사용하였다[17].

4. 조기사망으로 인한 총 질보정수명 손실 산출

조기사망으로 인한 총 QALY 손실은 개개인의 사망으로 인한 QALY 손실의 합으로 추계하였다(식 2). 개별 손실은 기

대여명 손실(life expectancy loss)과 성별, 연령별 효용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식 3). 이때, 기대여명은 5세 단위로 효

용은 10세 단위로 구하여 추정하였다. 기대여명의 경우 2013년 통계청 생명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 후 보정

한 기대여명(adjusted life expectancy)을 구하였는데, 이 보정값은 연령 선형성(age linearity) 보정의 가정을 기반으

로 연령군별 기대수명의 시작과 끝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별 사망자수와 효용은 각각 2013년 통계

청 자료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Appendix table 2>. 이를 바탕으로 1인당 QALY 손실에 사망

자 수를 곱하여 연령군별 QALY 손실을 구한 후 해당값을 모두 합하여 총 QALY 손실을 추산하였다. 이 때, QALY 손실

은 5%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18].

5. 흡연에 따른 조기사망관련 총 질보정수명 손실

앞서 산출한 흡연으로 인한 성별, 연령별, 질환별 PAF에 사망으로 인한 연령군별 총 QALY 손실을 곱하여 합산하여 

질환별 현재 흡연 관련 조기사망으로 인한 총 QALY 손실을 구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WTP 

금액인 3,050만 원[15]을 곱하여 질환별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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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질보정수명 손실

흡연관련 35개 질환군의 전체 조기사망으로 인한 QALY 손실은 137,799 QALYs이었다. 기관지 및 폐암의 QALY 손

실이 48,725 QALYs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13,212), 위암(7,224), 간암(5,790), 출혈성 뇌졸중

(5,5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전체 QALY 손실에서 상위 5개 질환이 차지하는 분율은 각각 35.4%, 9.6%, 

5.2%, 4.2%, 4.1%로 총 58.4%를 차지하였다.

<Table 1>. Quality-adjusted life years loss due to smoking by disease

Cause of death QALY loss %

Respiratory tuberculosis 1,147 0.8

Oropharyngeal cancer 2,265 1.6

Esophageal cancer 4,252 3.1

Stomach cancer 7,224 5.2

Colon cancer 854 0.6

Rectal cancer 536 0.4

Liver cancer 5,790 4.2

Pancreatic cancer 3,021 2.2

Laryngeal cancer 1,411 1.0

Bronchial and lung cancer 48,725 35.4

Cervical cancer 906 0.7

Kidney and uretreal cancer 178 0.1

Bladder cancer 1,476 1.1

Other neoplasms 714 0.5

Diabetes mellitus 4,662 3.4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4,992 3.6

Parkinson's disease 249 0.2

Rheumatic heart disease 40 0.0

Hypertension 2,693 2.0

Ischemic heart disease 13,212 9.6

Pulmonary heart disease 125 0.1

Other heart disease 570 0.4

Cardiac arrhythmia 1,768 1.3

Heart failure 1,998 1.5

Hemorrhagic stroke 5,587 4.1

Ischemic stroke 3,865 2.8

Other cerebrovascular diseases 3,497 2.5

Atherosclerosis 196 0.1

Influenza and pneumonia 5,091 3.7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4,727 3.4

Asthma 1,521 1.1

Peptic ulcer 511 0.4

Vascular disorders of intestine 1,664 1.2

Liver cirrhosis 2,091 1.5

Rheumatoid arthritis 244 0.2

Total 137,7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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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전체 QALY 손실은 각각 91,096 QALYs, 46,703 QALYs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수준이었다. 남성의 경우 QALY 손실이 65-69세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70대 이후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

우 80-84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두 성별 모두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QALY 손실이 높아졌고 80-84세 이후 연령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QALY 손실이 더 높았다<Figure 2>.

<Figure 2>. Quality-adjusted life years loss due to smoking by gender and age

2.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  

남성의 흡연관련 조기사망에 경제적 질병부담규모는 2조 8,080억원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1조 4,349억원이었다. 

전체 조기사망 손실액(4조 2,430억원) 중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66.2%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정도 크

게 나타났다(Table 2). 질환군별로 살펴보면, 기관지 및 폐암이 1조 4,861억원(35.0%)으로 가장 컸고, 허혈성 심장질

환 4,030억원(9.5%), 위암 2,203억원(5.2%), 간암 1,766억원(4.2%), 출혈성 뇌졸중 1,704억원(4.0%)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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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st of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Cause of death Males1) % Females1) % Total1) %

Respiratory tuberculosis 19,797,351 0.7 15,182,155 1.1 34,979,506 0.8

Oropharyngeal cancer 65,621,296 2.3 3,463,953 0.2 69,085,249 1.6

Esophageal cancer 124,820,700 4.4 4,852,638 0.3 129,673,338 3.1

Stomach cancer 170,055,505 6.1 50,275,641 3.5 220,331,146 5.2

Colon cancer - - 26,058,215 1.8 26,058,215 0.6

Rectal cancer - - 26,846,298 1.9 26,846,298 0.6

Liver cancer 156,988,271 5.6 19,592,263 1.4 176,580,534 4.2

Pancreatic cancer 60,254,843 2.1 31,873,484 2.2 92,128,327 2.2

Laryngeal cancer 39,824,455 1.4 3,209,234 0.2 43,033,689 1.0

Bronchial and lung cancer 1,309,938,297 46.6 176,182,332 12.3 1,486,120,629 35.0

Cervical cancer - - 27,639,383 1.9 27,639,383 0.7

Kidney and uretreal cancer - -  5,438,375 0.4 5,438,375 0.1

Bladder cancer 36,493,169 1.3 8,521,200 0.6 45,014,369 1.1

Other neoplasms 10,273,206 0.4 11,504,294 0.8 21,777,500 0.5

Diabetes mellitus 40,156,295 1.4 102,029,383 7.1 142,185,678 3.4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146,873,827 5.2 5,389,638 0.4 152,263,465 3.6

Parkinson's disease - - 7,597,797 0.5 7,597,797 0.2

Rheumatic heart disease - - 1,206,028 0.1 1,206,028 -

Hypertension 15,113,974 0.5 67,017,658 4.7 82,131,632 1.9

Ischemic heart disease 227,571,642 8.1 175,379,323 12.2 402,950,965 9.5

Pulmonary heart disease - - 3,808,107 0.3 3,808,107 0.1

Other heart disease 29,643,211 1.1 17,374,271 1.2 47,017,482 1.1

Cardiac arrhythmia - - 53,909,024 3.8 53,909,024 1.3

Heart failure - - 60,947,357 4.2 60,947,357 1.4

Hemorrhagic stroke 88,413,380 3.1 81,998,324 5.7 170,411,704 4.0

Ischemic stroke 16,212,962 0.6 101,659,646 7.1 117,872,608 2.8

Other cerebrovascular diseases 20,310,728 0.7 86,344,434 6.0 106,655,162 2.5

Atherosclerosis 4,856,504 0.2 1,136,681 0.1 5,993,185 0.1

Influenza and pneumonia 39,936,248 1.4 115,325,280 8.0 155,261,528 3.7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70,390,569 2.5 73,769,972 5.1 144,160,541 3.4

Asthma 13,489,763 0.5 32,912,085 2.3 46,401,848 1.1

Peptic ulcer 6,494,801 0.2 9,087,317 0.6 15,582,118 0.4

Vascular disorders of intestine 38,158,868 1.4 12,595,541 0.9 50,754,409 1.2

Liver cirrhosis 53,003,432 1.9 10,764,213 0.8 63,767,645 1.5

Rheumatoid arthritis 3,386,211 0.1 4,048,742 0.3 7,434,953 0.2

Total 2,808,079,508 100.0 1,434,940,286 100.0 4,243,019,794 100.0

1) Values are in KRW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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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QALY 손실을 산출한 후 WTP를 적용하여 삶의 기간에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

로 흡연 관련 조기사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질병부담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약 4조 2,430억원으

로 추산되었고, 남성의 관련 질병부담이 여성의 2배 수준이었다. 기존 이선미 등[9]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삶의 가

치를 반영한 이 연구에서 흡연 관련 조기사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질병부담이 2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table 3>. 이번 분석은 QALY와 WTP를 이용하여 삶의 가치를 직접 반영한 경제적 질병부담을 산출한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선미 등[9]의 연구를 바탕으로 흡연과 관련한 35개 질환군과 그에 따른 R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Carter 등[19]은 미국 코호트를 이용한 추적조사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보다 더 범위가 넓

게 총 52개 질환이 흡연 관련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보건부는 흡연 관련 질환을 암과 만성질환으

로 나누어서 총 21개 질환만이 흡연에 따른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5]. 이와 같이 흡연 관련 질환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다. Carter 등[19]의 연구에서는 자살도 포함하였는데 흡연과 자살의 직접적인 관

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등 관련 범위를 너무 넓게 추정하였다는 이견이 있다. 이러한 논란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

에서는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RR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기존 국내 연구와 동일한 질환군 범위를 이용하였으므로 방법론 적용에 따른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요인에 따른 경제적 질병부담의 경우, 그 결과는 선정한 질환군 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질환군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HCA에서는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지 않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사망을 손실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고령군

에서의 생산성 손실비용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편으로 고령군에서의 취업률과 임금자료를 적극적으로 

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영훈과 조민우[20]는 HCA를 활용하여 생산성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

서 연구자들은 기존 취업률 관련 자료 외에 노인실태조사와 같은 다른 자료를 구하여 노인인구에서의 생산성 손실비용

을 구했는데, 남성과 여성 각각 26~32%, 57~62% 정도까지 과소추정 해왔음을 주장한 바 있다. 단지 HCA이기 때문

에 생산성 손실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원에 따라서 오히려 HCA에서도 과소추정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와 같이 질병부담에 삶의 가치를 직접 반영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사회적 생

산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삶의 직접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질병부담을 산출한 연구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1인당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분을 추정할 때, 이 연구에서와 같이 

QALY 손실에 따른 WTP를 적용하여 구한 바 있다[21].

이 연구에서 결과 지표 중 하나인 QALY 손실의 연령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였

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부담 산출 방법론을 고려할 때 QALY 손실은 효용, 사망자 수 그리고 기대여

명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사망하면 해당 연령층이 효용이 크고, 기대여명도 크기 때문에 

고령층에 비해 QALY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령층의 사망이 증가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QALY 손실이 50대 이후에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당 연령군 이후에 흡연 관련 질환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Appendix figure 1>. 향후 적절한 금연치료 등 금연중재에 따라 금연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사망의 감소와 사망군의 고령화에 따라 흡연 관련 조기사망으로 인한 QALY 손실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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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이선미 등[9]의 기존 연구결과와 이 연구의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2조 637억원과 4조 

2,430억원으로 나타났다. 질환군 별로는 비용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공통적으로 기관지 및 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위

암, 그리고 간암이 포함되었다<Appendix table 2>. 이들 중 기관지 및 폐암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두 연구 모두에서 1위

(637,6억원, 1조 4,861억원)와 2위(1,974억원, 4,030억원)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 조기사망 비용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두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

존 연구방법에서 낮은 취업률이나 임금을 반영한 다소 과소추정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는 삶의 가치를 직

접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절하게 평가한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제적 질병부담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병부담 연구는 전체 질병부담을 추산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재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Lightwood와 Glantz[22]는 흡연율 감소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는 미국에서 매년 흡연율이 1% 감소 시 입원 감소를 통해 7년간 약 32억 500만 US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 Naidoo 등[23]은 영국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흡연율 4% 감소 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용 5억 2,400만 파운

드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와 같은 흡연율 관련한 질병부담 연구는 흡연율 감소에 따른 경

제적 질병부담 영향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QALY를 화폐가치화 하는 방법에 따라 편차가 있다[24]는 점이

다. 실제로 안정훈 등[15]은 본인의 조기사망 예방에는 약 2,000만원, 가족의 조기사망 예방에는 약 3,200만원 정도의 

WTP 변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흡연관련 질환에 동일한 

WTP를 적용하였지만, Takeru Shiroiwa[25]등이 일본의 QALY당 화폐가치와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

르면 질환의 중증도 따라서도 QALY당 화폐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일본의 QALY당 WTP

는 중증도에 따라 20,000 US달러에서 80,000 US달러 범위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방법

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질병부담을 살펴볼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QALY의 경우, 생산성의 

측면보다는 직접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생산성 손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생산성 손실보다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나 경제적 질병부담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삶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론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흡연과 관련한 조기사망 질병부담을 추계한 결과 

약 4조 2,4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방법론의 결과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국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

병부담이 상당히 큰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기사망과 관련한 비용을 산출할 때 이와 같은 방법론을 고려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다룰 때에도 이렇게 삶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질

병부담을 산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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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Relative risk of current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by disease 

Cause of death
Current smoker

Males Females

1 Respiratory tuberculosis 1.203 3.676

2 Oropharyngeal cancer 2.163 2.130

3 Esophageal cancer 2.805 5.341

4 Stomach cancer 1.410 2.577

5 Colon cancer 1.000 2.318

6 Rectal cancer 1.000 2.360

7 Liver cancer 1.214 2.083

8 Pancreatic cancer 1.296 2.545

9 Laryngeal cancer 4.593 17.539

10 Bronchial and lung cancer 4.039 5.828

11 Cervical cancer 1.000 3.204

12 Kidney and uretreal cancer 1.000 2.582

13 Bladder cancer 1.844 4.959

14 Other neoplasms 1.224 3.278

15 Diabetes mellitus 1.111 3.860

16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4.602 7.204

17 Parkinson's disease 1.000 1.628

18 Rheumatic heart disease 1.000 2.245

19 Hypertension 1.227 4.761

20 Ischemic heart disease 1.457 5.520

21 Pulmonary heart disease 1.000 2.459

22 Other heart disease 1.390 4.219

23 Cardiac arrhythmia 1.000 4.258

24 Heart failure 1.000 5.346

25 Hemorrhagic stroke 1.260 3.614

26 Ischemic stroke 1.084 4.711

27 Other cerebrovascular diseases 1.098 4.327

28 Atherosclerosis 2.444 4.657

29 Influenza and pneumonia 1.157 4.603

30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535 10.210

31 Asthma 1.703 9.555

32 Peptic ulcer 1.372 8.328

33 Vascular disorders of intestine 1.702 2.573

34 Liver cirrhosis 1.337 2.429

35 Rheumatoid arthritis 3.320 5.150

ref : reconstructed from Lee SM at al [9]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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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2>. Utility of current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by disease

Age
Gender

Males Females

20 0.943900 0.933273

30 0.962308 0.923603

40 0.961046 0.926046

50 0.933799 0.880256

60 0.908515 0.834398

70 0.848563 0.774505

80+ 0.783352 0.7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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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3>. Comparison of cost of smoking related premature death 

by disease between Lee et al[9] and this research  

Cause of death
Current smoker

Lee SM at al [9]1) This research1)

Respiratory tuberculosis 20,971,850 34,979,506

Oropharyngeal cancer 54,065,984 69,085,249

Esophageal cancer 61,476,959 129,673,338

Stomach cancer 168,655,832 220,331,146

Colon cancer 5,829,191 26,058,215

Rectal cancer 2,850,251 26,846,298

Liver cancer 167,758,507 176,580,534

Pancreatic cancer 47,346,546 92,128,327

Laryngeal cancer 16,591,313 43,033,689

Bronchial and lung cancer 637,649,736 1,486,120,629

Cervical cancer 10,463,957 27,639,383

Kidney and uretreal cancer 1,280,963 5,438,375

Bladder cancer 14,292,394 45,014,369

Other neoplasms 11,741,259 21,777,500

Diabetes mellitus 37,847,230 142,185,678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171,080,415 152,263,465

Parkinson's disease 215,932 7,597,797

Rheumatic heart disease 120,756 1,206,028

Hypertension 8,262,985 82,131,632

Ischemic heart disease 197,442,306 402,950,965

Pulmonary heart disease 750,536 3,808,107

Other heart disease 120,507,636 47,017,482

Cardiac arrhythmia 1,702,677 53,909,024

Heart failure 4,332,255 60,947,357

Hemorrhagic stroke 117,491,823 170,411,704

Ischemic stroke 9,610,525 117,872,608

Other cerebrovascular diseases 17,890,288 106,655,162

Atherosclerosis 34,088,306 5,993,185

Influenza and pneumonia 21,452,102 155,261,528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9,344,328 144,160,541

Asthma 8,863,611 46,401,848

Peptic ulcer 4,530,351 15,582,118

Vascular disorders of intestine 2,606,226 50,754,409

Liver cirrhosis 62,451,520 63,767,645

Rheumatoid arthritis 2,213,233 7,434,953

Total 2,063,779,783 4,243,019,794

1) Values are in KRW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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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igure 1>. Mortality by gender and age in Korea(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