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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o estimate the healthcare costs of multiple sclerosis (MS) in Korea according to the
level of disability.
Methods: Data on direct medical resource consumption including admissions, clinic visits to physicians, examinations, and medications were collected directly from patients by structured interviews.
The study randomly enrolled 47 patients from the MS clinic at National Cancer Center. Th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sability as measured by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mild (EDSS ≤ 3.5, n = 21), moderate (EDSS 4-6, n = 14), and severe (EDSS
≥ 6.5, n = 12) disability. Mean annual direct medical costs per patient were estimated and compared
among the three groups. Among indirect costs, the employment rate was evaluated only in those
younger than 60 years.
Results: The male:female ratio was 13:34 and the mean age was 40.6 ± 10.7 (range 22-62) years.
The mean disease duration was 7.5 ± 3.8 (range 1-16) years; the mean interval from onset of the disease to confirmed diagnosis of MS was 26.4 ± 35.4 (range 1-132) months; and the median EDSS
was 4 (range 0-9). The estimated mean total annual cost per person was 32 ± 47 (range 2-301) million won. The estimated mean annual costs per person with mild, moderate, and severe disability
were 15 ± 11, 39 ± 25, and 56 ± 83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employment rates of subjects
younger than 60 years were 62%, 8%, and 8% for mild, moderate, and severe disability, respectively.
Conclusions: MS has a high economic burden in Korea, even without considering the indirect costs.
Given that costs increase with the level of disability, diagnostic and therapeutic efforts should focus
on making an early diagnosis and delaying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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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발성경화증은 젊은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여 신경학
적 장애를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탈수초 질환으로 적절
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약 50%의 환자가 발병 후 15년

이내에 보행 시 보조가 필요한 장애를 가질 수 있다.1 질
병의 경과 중 재발과 완화가 반복되며, 진행성으로 악화
되는 경우도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생산가능연령에서
발병하여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생산성을 저하
시키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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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최근 다발성경화증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질환의 활성
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신경학적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신경학적 장애의 진행에 따라 직접, 간접 의
료비용이 상승한다는 외국의 연구들을 고려하면,2-5 다발
성경화증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과 손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다양한 치료가 가능
해지면서 치료제로 인한 비용은 환자들의 진료에 더 직
6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의료
비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고 의료 비용은 각 국가의
의료 체계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전
체 의료 비용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 비용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하였다.

❚대상과 방법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다발성경화증 클리닉에서 다
발성경화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
로 했다.7 환자가 다발성경화증으로 병의원에 내원하여
지출한 입원 시 진료비용, 외래 내원 시 진료 비용, 진단
및 재발 등의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치료제 비용의 합
계를 다발성경화증 관련 직접 의료 비용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
집하였다. 위에 정의되지 않은 기타 간호관련비용이나
한방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견해에 따라 편차가 커서 포함하지 않았다. 연
구는 주로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는 직접 의료비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간접 의료 비용 중에는 생산성 손실
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60세 이하인 환자들의 고용률을
조사하였다. 환자들이 지불하는 의료 비용에 환자 각자
의 조건에 따라 받는 국민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관
련 산정특례 등의 적용을 고려하여 누구에 의해서 지불
되는가에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환산
하여 직접 의료 비용의 총액을 산출하였다.
환자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확장 장애상태척도(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를 기준으로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경도 장애는 환자의 EDSS 점수가 3.5점 이
하인 경우를 포함하였고, 환자의 증등도 장애는 E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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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4.0에서 6.0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심한 장애는
EDSS 점수가 6.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였다. 환자 한 명
당 1년간 평균 총 직접 의료 비용을 평가하였고 장애 정
도 별로 분류한 세 군의 의료 비용을 각각 구하여 비교
하였으며 60세 이하인 환자들의 고용률도 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조사하였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변수에 따라 Student T-test 혹은
Mann-whitney test로 평균을 비교하였고 범주형변수는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국립암센
터의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에 둔 동의서를 모든 환
자들에게 받고 시행했다.

❚결 과
1. 환자군 특성
총 47명의 환자가 대상자로 연구에 포함되었고, 남성
과 여성의 비율은 13:34로 여성이 많았으며 설문 시의
평균 나이는 40.6 ± 10.7세(범위 22-62세)였다. 질환의 발
병부터 다발성경화증 진단 시까지의 기간은 26.4 ± 35.4
개월(범위 1-132개월)이었고 다발성경화증으로 치료 받
은 유병기간은 평균 7.5 ± 3.8년(범위 1-16년)이었다. 질
병조절약제(disease modifying drug) 사용 기간은 평균 5.3
± 2.7년(범위 1-11년)이었고 설문 시의 EDSS 점수의 중
위수는 4.0 (범위 0-9.0)이었다. EDSS 점수상으로 경미한
장애군에 포함된 환자는 21명(45%)이었고 중등도 장애
군에 포함된 환자는 14명(30%)이었으며 심각한 장애군
에 포함된 환자는 12명(25%)이었다(Table 1).

2. 전체 의료 비용
본 연구에 포함된 총 47명의 환자가 다발성경화증으
로 치료받은 연간 총 직접 의료 비용은 환자당 평균
3,244.7 ± 4,659.2만 원(범위 208-30,053만 원)이었다. 질
병조절약제는 모든 환자에서 사용되었으며 환자당 연간
평균 1,294.0 ± 401.6만 원(범위 164-1,904만 원)의 비용
이 소모되었고 질병조절약제를 제외한 직접 의료 비용
(입원 시 진료 비용, 외래 내원 시 진료 비용 및 진단과
재발 시 검사 비용 포함)은 환자당 연간 평균 1,950.7 ±
4,620.0만 원(범위 44-28,149만 원)이었다. 성별이나 연령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료 비용이나 고용률의 차
이는 없었다. 유병기간의 경우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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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기가 지연된 경우 차이가 심했고, 이는 환자의 임
상경과나 개인사정 혹은 진료의의 진료 견해 차이 등 다
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
다. 따라서 분석은 주로 이전 연구들을 통해 유의성이
잘 알려져 있는,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 비용 및 고용률
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3.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 비용 및 고용률 비교
장애 정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낮은 군보다 평균 총 직
접 의료 비용이 현저히 높았고, 경등도 장애군과 비교
시 중등도(p=0.001) 및 심각한 장애(p=0.04)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당 연간 평균 비
용으로 평가하였을 때, EDSS가 3.5 이하인 경등도 장애
군 환자들은 1,483.0 ± 1,096.1만 원(범위 208-4,049만 원)
을, EDSS가 4.0-6.0 사이인 중등도 장애군 환자들은 3,860.8

Table 1. 환자군 특성과 질환에 대한 정보
총 47명
나이 (년, 범위)
성별 (남:여)
질환 발병에서 다발성경화증 진단까지
기간 (개월, 범위)

40.6 ± 10.7 (22-62)
13:34
26.4 ± 35.4 (1-132)

질환의 유병기간 (년, 범위)

7.5 ± 3.8 (1-16)

질병조절약제 사용기간 (년, 범위)

5.3 ± 2.7 (1-11)

확장 장애상태척도의 중위수 (범위)

4 (0-9)

확장 장애상태척도 별 환자수
확장 장애상태척도 ≤ 3.5 (명, %)

21 (45%)

확장 장애상태척도 4.0-6.0 (명, %)

14 (30%)

확장 장애상태척도 ≥ 6.5 (명, %)

12 (25%)

A

± 2,509.0만 원(범위 320-9,373만 원)을, EDSS가 6.5 이상
인 심각한 장애군 환자들은 5,608.8 ± 8,285.6만 원(범위
316-30,053만 원)을 총 직접 의료 비용으로 소비하였다(Fig.
1A).
직접 의료 비용 중 질병조절약제 비용은 세 군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당 연간 평균 비용으로
평가하였을 때, 경등도 장애군 환자들은 1,343.0 ± 228.3만
원(범위 815-1,624만 원)을, 중등도 장애군 환자들은 1,264.1
± 465.7만 원(범위 600-1,904만 원)을, 심각한 장애군 환
자들은 1,243.3 ± 561.1만 원(범위 164-1,832만 원)을 질
병조절약제 비용으로 소비하였다(Fig. 1A).
그러므로 세 군 간의 직접의료 비용의 차이는 질병조절
약제 비용을 제외한 직접의료비용의 차이 때문임이 확인
되었다. 즉, 환자당 연간 평균 비용으로 평가하였을 때, 경
등도 장애군 환자들은 140.1 ± 1,223.6만 원(범위 44-3,193
만 원)을, 중등도 장애군 환자들은 2,596.7 ± 2,448.7만 원
(범위 1,384-7,469만 원)을, 심각한 장애군 환자들은 4,365.4
± 8,142.2만 원(범위 807-28,149만 원)을 질병조절약제를
제외한 직접 의료 비용으로 소비하였다(Fig. 1A).
마지막으로 60세 이하의 고용률에서도 중등도 및 심
각한 장애군에서 경등도 장애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
견을 보여(p<0.001), 경등도 장애군 환자 21명 중에서는
13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62%의 고용률을 보인 반면,
중등도 장애군 환자들 중 60세 초과였던 2명을 제외한
12명 중 1명이 고용된 상태로 8%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EDSS가 6.5 이상인 심각한 장애군 환자 12명 중 1명이
고용되어 있어 8%의 고용률을 보였다(Fig. 1B).

B

Figure 1. (A) 장애 정도에 따른 환자당 연간 평균 총 직접 의료 비용 (질병조절약제와 그 외 직접의료비용의 합계) (만원) 비교 그래프. (B) 장애 정도에 따
른 60세 이하 고용률 (%) 비교 그래프. EDSS =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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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다발성경화증은 한국에서 환자 개인에게나 사회적으
로 높은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이 비교적 명확
하게 규명이 가능한 직접 의료 비용만을 토대로 분석을
시행한 이번 연구에서도 확실하게 관찰되었다. 장애 정
도에 따라 분류한 환자군 간의 비용 차이는 뚜렷하여,
경미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 비해 중등도 및 심각한 장
애가 있는 환자들의 연간의료비용은 2.6-3.8배 높았다.
그러므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고착된 장애뿐 아니
라 이로 인한 의료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장애 진행을 막기 위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도 일관되게 강조되었던 내용이다.2-5 장애군을 분류한
기준이나 환율, 의료 수가 및 정책 차이 등의 다양성이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직, 간접 의료 비용
이 모두 포함된 이전 연구 중 유럽의 여러 국가 자료를
통합하여 시행된 연구의 경우 평균 연간 총 의료 비용이
EDSS>4.0인 경우 18,000 유로, EDSS 4.0-6.5인 경우 36,500
유로, EDSS>7.0인 경우 62,000 유로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의 경우 EDSS≤3.5인 환
자군에서 32,297 달러, EDSS≥6.5인 환자군에서는 64,492
달러로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4,5
전체 직접 의료 비용에서 환자당 연간 평균 질병조절
약제의 유지 비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비교적 일관되었
으나 질병조절약제 비용을 제외한 직접의료비용은 장애
의 중증도가 심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최근까지 한국에서 질병조절약제로 인터페론 베타
만이 사용이 가능했고,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에서 예
외 없이 투약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들은 도중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이후 약제 비용의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mitoxantrone 등의 추가 이차 약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제형에 따라, 혹은 환자의 진단 시기에
따른 보험 상태나 병원 간에 약가 설정 등에 의한 차이
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자의 장애도 증가에
따른 직접 의료 비용의 증가는 질병조절약제를 제외한
직접 의료 비용의 차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등도
장애군에서는 질병조절약제를 제외한 직접 의료 비용이
연간 평균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해, 모든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지출이 불가피한 질병조절약제 비용이 직접
의료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중등도 및 심각
한 장애군에서는 질병조절약제를 제외한 직접 의료 비
용이 질병조절약제 비용을 초과하며, 각각 2,596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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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만 원으로 경등도 장애군에 비해 18-31배 높았다는
점이다. 질병조절약제에 대한 비용은 모든 다발성경화
증 환자에서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임을 고려할 때, 추가
적인 의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아직 장애 정도가 심하
지 않은 조기에 적극적이면서 적절한 질병조절약제를
통해, 높은 직접 의료 비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장애를 예방 또는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
다. 한방 의료비는 한국에서 특수하게 포함되는 의료비
용으로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견해를 반영하는 경
향이 높고 다른 직접 의료 비용과 달리 정확한 의료 수
가를 알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직접 의료 비용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 환자 면담 조사 시 한방
의료비로 인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격차가 심하게 벌어
진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환자군에서
한방 의료비의 지출이 높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지진 않
았지만 장애가 높을수록 이로 인한 한방 의료 비용도 상
당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발성경화증 환
자들에서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혹
은 지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질병
조절약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은 궁
극적으로 환자들의 직접 의료 비용 감소 및 고착화된 장
애의 예방 혹은 지연으로 간접 의료 비용이 생기는 것
역시 감소시켜 다발성경화증의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생산성 손실, 의료 외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 의료
비용에 대한 결과는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견해를
반영하는 경향이 높아 환자 간 격차가 심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간접 의료 비용
중 생산성 손실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60세 이하 고용
률을 보면, 중등도 이상 장애 환자의 8%만이 직업이 있
어 경등도 장애 환자의 62%에 비해 현격한 생산성 손실
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다발성경화증의 유병률이 상
대적으로 높아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접 의
료 비용에 대한 비교도 가능했던 서구에서 시행된 이전
연구에서는 간접 의료 비용이 직접 의료 비용을 상회함
이 밝혀졌던 바,2,3,5 이러한 장애 증가에 따른 현격한 생
산성 손실은 발병 연령이 젊은 층인 다발성경화증에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소
견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후향적 연구라는 제
한점이 있으나 직접 면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 정확
성을 확보하고 실제 의료 현실을 반영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의료 비용 연구로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장애 정도에 따른 한국 다발성경화증 의료 비용 연구

는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기에 정확하게 다발성경화증을 진단하
고, 질환 활성도에 따라 적절한 질병조절약제를 사용해
치료하는 것과 이를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질환의 진행과 고착화된 장애로 가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켜 노동 생산성 손실을 줄이고 사회경쟁력 저하
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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