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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COPD R&D 로드맵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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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a leading cause of global morbidity and disability and is
predicted to become the third greatest cause of death worldwide by 2020. Recently the economic burden associated with COPD is increasing in Korea, it is needed the promo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PD. Because of the enormous public health burden imposed by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including COPD and the urgent need for research progress in this area,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
Korea Centers of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KCDC) implemented a project to suggest the national potential
directions and strategic plan f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research including COPD and asthma. This article
is a summary of the suggestion and recommendation for COPD research directions with strategic plan by the
project. The project suggested that the research directions of KNIH f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is primarily focused on: (1) strengthening of think tank capacities, (2) establishing of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and consolidating of capacity to enable robust data collection, (3) expanding national investment
support for public health R&D, (4)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ng systems to develop the research
and to disseminate research findings. We will consider the approaches to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based on
policies for COPD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experts and academic institutes to prioritize implementation
research for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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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전 세계 사망자(57백만명)의 63%에 해당되
는 36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주요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만성질환의 48%), 암(21%),
만성호흡기질환(12%)과 당뇨병(3.5%)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여 2030년에는
55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1. 또한 WHO가 발표한 2012년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2
disease, COPD)으로 인한 사망자는 3백만명 이상이며, 이는 연당 전체 사망자의 6%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11년 9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
고 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WHO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 2013∼2020 (glob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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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3∼2020)을 수립하였다. 동 액션 플랜의
비전은 ‘피할 수 있는 만성질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의 다부문간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예방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발생, 사망, 장애로 인한 부담을 줄여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고 전 연령이 생산적이며 만성질환이 더 이상 웰빙 또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이러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가별 정책 개발 및 이행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만성질환
특히 고령인구집단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COPD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 COPD
R&D의 로드맵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국가대응연구방안 기획과제 및 자료 조사
를 수행하였기에 국가 COPD R&D기획 구축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COPD 유병률 및 사망률 현황
질병의 예방·관리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에 있어 질병과 상해 및 이를 초래하는 위험인자에 대한 측정을 하는
3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질병이나 위험요인의 크기는 사망률이나 발생률 또는 유병률 등 역학적 지표로 파악하거나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또는 삶의 질을 고려한 단일 건강수준 측정지표를 측정하여 질병부담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4.
COPD의 유병률에 대한 많은 조사들이 수행되었으나 조사방법, COPD 진단기준과 분석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GOLD 기준(FEV1/FVC＜0.7)으로 진단된 4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유병률은
9∼10%로 조사되었으며, 40세 이상 연령(9.0%), 흡연(15.4%), 남자(9.8%) 그리고 도시 거주자(10.2%)에서 유의하게
5
COPD 유병률이 높았다 . 또한 BOLD 연구 등 다른 조사에서도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에서, 40세 이상의 인구에서,
6,7
그리고 여자에 비하여 남자에서 COPD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그러나 흡연력이 없는 사람의 3∼11%에
서도 COPD가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우리나라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GOLD 기준(FEV1/FVC＜0.7)으로 진단된 4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유병률은 13.4%이었으며, 남자(19.4%)의 유병률이 여자(7.9%)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COPD 환자의 94%는 GOLD
병기 1기와 2기의 경증환자였다. 또한 COPD 환자 중 단지 2.4%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으며, 환자의 2.1%가
치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와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성인에서 COPD의 유병률이 높아
8
9-11
65세 이상 연령, 남자 그리고 현재 흡연이 주요 위험인자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조사되었다.
12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제6기(2007∼2013)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상 연령군의 종합적인 COPD 유병률은 조
사기간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6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높은 유병률과 유병률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성별 비교에서는 전 조사기간 동안 연령 구분에 상관없이 남자의 유병률이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2013년 자료 통합분석에 따른 COPD 위험인자는 60세 이상, 남자, 과거 흡연력 그리고
현재 흡연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COPD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흡연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 비흡연자에서도 COPD 환자가 발생하는
6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조사대상 중 천식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폐기능검사에서
13
제한적 환기장애를 보이지 않는 40세 이상 비흡연 집단을 조사한 연구 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7.6%가 COPD 환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환자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결과 낮은 교육수준, 직업적 노출, 결핵유병력, 기관지확장증, 남자,
60세 이상 연령 등이 비흡연자의 COPD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병 및 위험요인의 질병부담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세계의 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s, GBD)연구가 시작되었는데 WHO의 2002년 사망률 및 질병부담에 근거한 예측연구14에 따르면 COPD는
2002년 사망원인 5위이었으나 2030년에는 사망원인 4위로 전체 사망자 중 7.8%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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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COPD* according to age and gender by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7∼2013)
Age
≥40 years

≥65 years

≥40 years (age-standardized)

KNHANES
IV
V
VI-1
IV
V
VI-1
IV
V
VI-1

(2007∼2009)
(2010∼2012)
(2013)
(2007∼2009)
(2010∼2012)
(2013)
(2007∼2009)
(2010∼2012)
(2013)

Prevalence (%)
Total

Male

Female

12.9
13.7
13.5
28.6
29.9
31.5
12.4
12.8
12.8

18.7
21.1
20.6
46.6
51.0
47.5
19.4
21.2
20.7

7.5
6.8
6.8
16.3
15.2
18.5
6.7
6.0
6.1

*COPD was defined as airflow obstruction in persons aged 40 years or older.
Source: KNHANES 2013.

Table 2. Prevalence of COPD* according to age, income and smoking by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
Prevalence (%)

Age
Total (≥40 years)
Total (≥65 years)
40∼49 years
50∼59 years
60∼69 years
≥70 years
Income
Low
Low-middle
Middle-high
High
†
Smoking
Never
Former
Current

Total

Male

Female

13.5
31.5
3.5
9.3
22.1
35.2

20.6
47.5
6.2
14.9
36.7
54.3

6.8
18.5
0.8
3.7
10.8
20.7

14.7
11.2
14.4
10.7

25.3
18.7
22.0
17.3

6.2
5.3
7.7
4.9

6.2
19.2
24.1

11.4
19.9
25.8

5.4
9.4
13.8

*COPD was defined as airflow obstruction in persons aged 40 years or older.
†
From KNHANES 2009-2013.
Source: KNHANES 2013.

2015년 전세계적 흡연-원인 사망 예측에서 흡연 사망자 중 27%가 COPD와 관련된 것으로 전망되었다. WHO 2004년
15
GBD 보고에 따르면 COPD (ICD-10 code: J40-J44)는 전 연령 주요 사망원인 중 4위로 전체 사망자의 5.1%이었으며 ,
2
2012년에는 COPD로 3백만명 이상 사망하였고 전체 사망자의 6%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16
우리나라에서 COPD로 인한 사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자료 에 근거하여 질병코
드(ICD-10 code, J40-J44)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는 3,647명, 여자는 1,713명이며 총 5,360명이 사망하였으며
전 연령 비교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고, 남자와 여자 모두 65세 이상 집단에서 사망률이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도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이러한 COPD 사망률은 COPD
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낮은 진단율 등으로 인한 자료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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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aths and Mortality rate of COPD by age and gender in Korea, 2013
COPD
(ICD-10 Code)
J40-J44

J43-J44

Total

Male

Female

Age, yr

Death
(person)

Mortality
rate*

Death
(person)

Mortality
rate*

Death
(person)

Mortality
rate*

Total
＜15
15∼64
≥65
Age unknown
Total
＜15
15∼64
≥65
Age unknown

5,360
1
332
5,025
2
5,053
0
319
4,733
1

10.6
0.0
0.9
83.3
0.0
10.0
0.0
0.9
78.5
0.0

3,647
1
262
3,383
1
3,507
0
254
3,253
0

14.4
0.0
1.4
135.6
0.0
13.9
0.0
1.3
130.4
0.0

1,713
0
70
1,642
1
1,546
0
65
1,480
1

6.8
0.0
0.4
46.4
0.0
6.1
0.0
0.4
41.8
0.0

*Mortality rate (per 100,000 person).
Source: Statistics Korea, 2013.

예측되고 있다.
질병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수준 측정지표 중 장애보정생존년(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가 흔히
사용되는데 2004년도 WHO GBD 연구결과 인구 1천만명당 DALYs는 237로 조사되었고 전 연령에 대한 질병부담
(DALYs) 순위 중 COPD는 13위로 전체 DALYs 중 2.0%에 해당되었으며 남자, 고소득 국가에서 COPD로 인한 장애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years lost due to disability, YLD)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의
경우에서는 COPD가 전체 3위, DALYs 중 4.5%로 WHO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4년 자료에
15
근거한 예측 결과 질병부담 순위가 2004년에는 13위에서 2030년에는 5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DALYs를 이용한 질병부담 측정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02년 손상을 제외한 개별 질병의 질병부담
17
(DALYs)을 측정한 결과 남자와 여자에서 COPD는 각각 10위이었으며 , 21개 질병군에 대한 COPD의 질병부담 순위
18
는 12위(10만명 당 242 DALYs)로 조사되었다 . 2007년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주진단명을 기준으로 비전염병 질환의
질병부담을 분석한 결과, 2007년 COPD의 질병부담 순위는 남자는 7위(10만명 당 550 DALYs), 여자는 3위(10만
18,19
명당 476 DALYs)로 조사되어 2002년에 비하여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COPD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COPD 환자 조작적 정의를 ‘상병코드 J43-J44 (J430제외)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40세 이상의 환자 중 COPD 치료 약물군 8가지 중 하나를 연 2회 이상 처방받은 자’로 하여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2012년 청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 에 의하면, 2012년 기준 COPD 환자(총 188,852명)
의 평균연령은 약 70.27세로 나타났으며 60세∼79세 노인층의 비중이 전체의 약 65%에 해당되었으며, COPD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중이 67.58%으로 나타나 COPD 진단의 정확성 확보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COPD 환자 대부분이 입원경력이 없지만 입원한 사람의 약 6.57%가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의 44.1%가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OPD 환자의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평균 973,419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COPD (J42∼J44)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9년 약 716,000명에서 2013년
약 659,000명으로 7.9% 감소하였으나 총 진료비는 2009년 약 1,365억원에서 2013년 약 1,520억원으로 5년간 약
1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기준 COPD 진료인원 비율은 70세 이상(35.3%), 60대(21.0%), 50대
21
(16.9%), 40대(9.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진료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아 차이를 보였다 .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COPD의 4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약 13%이며 남자의 유병률이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고, COPD의 주요 위험요인은 65세 이상의 연령, 현재 흡연하거나 과거 흡연 경험있는 경우로 조사되었
다. 또한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한 조기 발견 비율 및 적정 치료율이 낮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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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 국가 COPD 예방 및 관리 추진전략
미국의 경우 COPD는 일반적인 질환으로 2010년 미국 성인 약 12백만명이 COPD 환자이고 매년 120,0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COPD로 진단받지 않은 COPD 환자가 12백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COPD로
22
인한 질병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미국의 사망원인 중 상위에 있는 COPD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국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등을 위한 ‘Healthy People 2020’ 수립 시 호흡기 질환 이슈로
천식과 COPD를 선정하였다. 예방, 감지, 치료와 교육을 통한 호흡기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COPD에 대한 세부
목표를 1) 만성 폐질환과 호흡 문제로 인한 활동 제한받는 COPD 환자 감소, 2) COPD로 인한 사망률 감소, 3)
COPD로 인한 입원환자 감소, 4) COPD로 인한 응급방문 감소, 5) 폐쇄성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비정상 폐기능
23
진단 비율 증가(개발 중)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정보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COPD 예방을 위한 ‘Public Health Strategic Framework
for COPD Prevention’를 2011년 수립하였는데 ‘감시와 평가(surveillance and evaluation)’, ‘공중보건연구와 예방전
략(public health research and prevention strategies)’, ‘프로그램과 정책(programs and polices)’ 및 ‘소통
(communication)’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세부 목표, 전략, 지침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24.
영국의 경우 매 20분마다 COPD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매년 약 23,000명이 사망하며, COPD로 병원에 입원
한 환자의 15%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하며 입원한 지 1년 이내에 약 25%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OPD는
병원 응급방문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 중 두 번째에 해당되며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도 가장 큰 질환 중에 하나로
25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COPD와 천식에 대한 관리 성과 개선을 위하여 2011년 ‘Outcomes Strategy for
COPD and Asthma’를 제시하였는데 COPD 관련 세부 목표는 1) 모든 지역사회의 웰빙과 호흡기 건강 증진 및 지역사
회 간 불균형 최소화, 2) 건강한 폐건강의 중요성 인지,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노출 최소화,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한 COPD 발병 인구 저감, 3) COPD 발생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질환 전 단계에 대한 조기 인지, 진단,
중재, 선제적 치료, 관리 등 예방적 접근을 통한 COPD로 인한 조기사망 저감, 4)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가능한
치료 경험 및 생애 지원을 통한 COPD 환자의 삶의 질 향상, 5) 사회 전반에 COPD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회복 촉진 및 자립 증진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th Service,
NHS)는 2012년 ‘An Outcomes Strategy for COPD and Asthma’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환자중심, 임상기반,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니즈를 반영하여 가장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COPD 환자를 위한 질 관리와 성과
25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다기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인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을 수립하여왔으며, WHO의 건강증진의 개념, HP 2010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건강문제
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한 방향 설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
26
계획(2011∼2020, HP 2020)을 수립하였다 . HP 2020은 특히 고령화,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우리나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사업분야에서 예방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유병률 및 조기 사망을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주요 사망원인이며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COPD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
고자 2013년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예방관리추진 전략 개발 및 조사체계 제시’ 연구과제20를 수행한 결과, 금연
및 홍보를 통한 예방, 표준화된 진단지침을 통한 COPD 환자 및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진단, 지속적인 적정 치료
유지을 통한 증상 악화 관리, 치료의 질 향상 등 다각적인 국가차원에서의 COPD의 예방 및 관리 전략의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조기 및 경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발굴 및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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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2015년 COPD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 국가 COPD R&D 로드맵 구축 방안
최근 국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연구과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
술지식정보사이트(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에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천식,
COPD, 아토피 피부염 등 관련 키워드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검색한 결과 중복 및 결측 데이터를 제외하고 수집된
총 716개 과제 중 COPD 관련 과제는 49개(6.8%)로 천식(30.2%), 아토피피부염(22.3%) 관련 과제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OPD 관련 국내·외 논문 동향을 분석(web of science 이용)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천식
다음으로 COPD 관련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관련 논문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7. 이러한 조사결과는 주요 사망원인이며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COPD 극복을 위하여
관련 연구의 수요조사, 연구개발 기획 및 연구비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실내주거 환경, 흡연, 고령화 등 위험요인 노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천식, COPD 등 호흡기·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년 7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내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를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는 2014년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을 위한 중점 연구분야를 도출하고
중장기 연구기획 전략을 마련하고자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국가대응연구 방안 기획’ 연구과제27를 수행하였기
에 이 과제를 통하여 도출되고 제안된 국가 COPD R&D 기획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서는 국내·외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국가 대응 전략 및 연구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COPD, 식품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약물알레르기 등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논문
동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R&D 분류체계에 따른 중점투자분야 도출을 위한 평가를 이행하여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연구주제 선정 등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국가 대응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제에서 COPD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연구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평가지표 및 R&D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국가 R&D의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성, 경제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세부기준을 기반으로 평가지표(Table 4)를 마련하였다. 국내 보고서 및 해외 주요 알레르기질환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R&D 분류체계(Table 5)를 마련하였으며, 분류별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직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각 분류체계의 상대적 중요성을 쌍대 비교하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충치를 결정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 및 R&D분류체계를 기반으로 COPD 관련 해외 주요기관 연구과제 392개, 국내 NTIS에서 검색된

Table 4. Assessment indicators for the fields and subjects of R&D for overcoming COPD
평가항목
기술성

경제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세부기준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핵심성
비용측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효과측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임상적 유용성
Target Population 규모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
공공성

Source: Hong SJ. KCDC; 2014-ER5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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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주안점
해당연구 관련 기술의 세계적 수준과의 비교
연구인력, 인프라 등 연구개발역량을 근거로 한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대체(경쟁)기술의 존재 유무
해당연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성 중 비용측면
해당 연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성 중 치료효과 측면
치료의 임상적 적용 및 실행가능성의 정도(효과개선, 안전성 개선, 편의성 개선,
안정성 향상 등)
혜택의 대상 규모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워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
공중보건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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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R&D subjects for overcoming COPD
대분류
기반연구

중분류
발생 기전 및 제어연구
(기초연구)

역학·코호트연구

임상·중개 연구

예방·관리
진단
치료

서비스 및
산업화 R&D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의약외품

조작적 정의
- 분자수준 및 유전체 연구
- 환경 및 생물위해성 연구
- 면역반응 제어를 통한 알레르기질환 기전 및 중재연구
- 알레르기질환 발생 및 악화와 관련된 제어물질 규명 및 개발
- 코호트연구(전향적, 후향적)
- 행태 및 사회역학 연구
-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글로벌 연구 및 의료체계 네트워크 구축
생물학적 기전조절, 사회·행태 개선, 예후 예측 모델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관리 기술
에 대한 중개 및 임상연구
- 알레르기질환의 진단, 중증도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진단기술에 대한 중개 연구
- 진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 신약,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중개 및 임상연구
ㆍ의약품(합성의약품, 단백질의약품, 천연물의약품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
ㆍ세포치료법 및 유전자 치료법의 평가에 관한 연구
ㆍ의료기기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
근거 기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진단 및 관리를 위한 U-health
서비스 개발,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헬스커뮤니케이션
식약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 보조제품
개발
식약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화장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세정제, 마스크 등) 개발

Source: Hong SJ. KCDC; 2014-ER5604-00.

Figure 1. Procedure for selection of subjects for overcoming COPD (Source: Hong SJ. KCDC; 2014-ER5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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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st of selected R&D subjects for overcoming COPD
대분류
기반연구

중분류

순위

발생 기전 및
제어연구
(기초연구)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역학·코호트
연구

임 상 ㆍ중 개
연구

예방·관리

진단

치료

서비스 및
산업화 R&D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주제
대기오염과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미치는 영향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환자 코호트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근육 쇠약이 발생하는 원인 규명 및 근육쇠약과 질병 악화와의 연관성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염증 및 면역반응 간의 연관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분자유전학적 기전 및 병태생리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수면의 질간의 상관관계 규명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관련 유전학적 위험인자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분자유전학적 기전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효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미치는 영향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역학적 위험인자 규명을 위한 코호트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국제적 환자 코호트 구축 및 국제 데이터베이스 개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는 코호트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동반된 질환의 빈도 규명을 위한 코호트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의 역학적 위험인자 규명을 위한 코호트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 요인 규명을 위한 코호트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급성악화를 줄이기 위한 전략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기 진단을 통한 예후 개선 효과
호흡 재활과 운동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이해와 자가 관리 향상이 질병의 경과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
금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절 및 악화에 미치는 효과와 기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및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발굴
표현형 및 중증도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분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및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진단기술 개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후를 예측하는 평가법 발굴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용가능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도구법 개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차세대 치료법 개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
다른질병에 사용중인 약제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
수술적 치료와 신의료기기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과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동반 질환이 경과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텔레모니터링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관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Source: Hong SJ. KCDC; 2014-ER5604-00.

2009년∼2012년 관련 과제 19개, 국내·외 COPD 관련 논문(web of science 이용) 중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 100편과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굴된 27개 과제 등 총 538개 연구주제에 대한 기술특성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한 가중치 반영
절차(Figure 1)를 통하여 R&D 분류 분야별 연구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COPD 관련 제안된 R&D 연구주
제에 대한 평가 종합분석 결과 ‘COPD 역학적 위험인자 규명 코호트 구축’ 주제가 기술성, 경제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각 평가항목에서 부각되었으며, 연구결과 도출된 R&D 분류 분야별 우선순위 연구주제 목록을 Table 6에 정리하였
27
다 .
이 과제에서는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의 특징적인 만성적 경과와 높은 유병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적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국가 R&D
의 중복 투자를 줄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증대하고 체계적인 국가DB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을 위한 기능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1) 만성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R&D 전략개발의 Think Tank 기능 강화, 2) 주요 코호트 및 환자등록사업의 조정, 신규 코호트 발굴 등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성과 확산, 3) 만성호흡기·알레르기질환 관련 공공기술 개발에 대한 안정적 투자 지원, 4) 연구성과
및 연구자원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도화 등 4개 영역에 대한 기능 구조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COPD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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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악화 저감 모델 개발’을 최종 목표하는 COPD 연구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는데 1단계(기반구축): 구축된 코호트
등을 활용한 COPD 위험인자 발굴 및 급성악화분석 연구, 2단계(심화연구): COPD 진단법 개발 및 검증과 발생
27
및 악화 감소 모델개발, 3단계(연구성과 도출): COPD 진단법 임상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질병관리본부(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는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을 위한 공중보건 위해저감 기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정책목표로 전문가 및 관련 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관련
국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자원 및 정보 수집, 제공 등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 COPD 발생 현황
및 관리 실태, 공중보건학적 니즈, 증가하는 질병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R&D 프로그
램 중 COPD의 우선 순위를 향상시켜 이행하고자 하며, COPD 극복을 위한 R&D 기획 정책방향으로 1) 발생 기전
및 위험인자 규명 연구를 통한 COPD 환자 및 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 및 발생 예방, 2)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진단법
개발을 통한 질병 예측 및 조기 진단체계 확보, 3) 치료 및 중재 연구를 통한 COPD 악화 방지 및 적정 관리 강화,
4) COPD 연구정보 및 연구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 활성화 제고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COPD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2014년 ‘국가건강조사 및 만성호흡기질환군
28
자료를 이용한 국내 COPD 유발 및 위험인자 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한국인을 대표하는 단면연구조사,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만성호흡기질환 및 COPD 환자 코호트 등의 자료 통합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질병관리본
부는 COPD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R&D 중점연구 추진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선행 연구과제들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수요 및 분야별 우선순위 연구주제, 기존 코호트 및 조사체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수립되는 ‘COPD 예방관리
종합대책’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기관 및 학회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이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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