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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quant itate the magnitude of the occurrence and to measure the morbidity patterns of t l1 b

'erculosis during the last 50 yea rs, a morbidity st l1d y was performed using Korean physic:an 

pop111ation as an indirect index. It was assumed that the physician pop111a tion was a group 

which received most complete and aCC l1 rate diagnosis than any other grO l1 p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applying the postal S l1 rvey methods from the 9, 036 Korean physic;ans 

registered to the Korea n Medical Association in 1972. The response rate was 70.6%. Data 

were analyzed by age, sex, year of birth and by calendar year and vario l1s rates s l1ch as exp

. erience ra tes, preva lence ra tes, incidence ra tes 、，vere comp l1 ted adopting cohort approach. 

13.7% of Korean physicians have experienced pulmonary t l1 berc1110sis in the past. Both sexes 

have similar experience rates. The prevalence rates for both sexes 、.vere 1. 2% at the time of 

survey with no sex difference. The incidence rates sh。、.ved th e highest peak at the age 

of 20-29 and the decrease in both sides of ages. The binh cohort showed that the h ighes t 

incidence rates 、vere seen among those who were borne in 1930-34. Before and after those 

birth years, both incidence and experience rates were decreasing. This suggested that hig h 

fatalit y and disability. rates before 1950. Real reduction of incidence rates for tuberculosis 

among Korean physicians started from 1965 slowly. However, the incidence rates have been 

decreasing very rapidly from the early part of 1970s. The annual incidence rates in early 

1970 were 0. 2% in average. 

고， 우바나라의 결핵의 유영 및 발생규모는 아직드 엄 

청나게 랄 뿐만 아니라 사회석안 큰 문제흐 대두되고 

있으며 또딴 개인적안 경제 손살은 울론 극가석인 손 

실도， 박대한 소오성 질환으로 아직 남아있 다. 그러으 

로 결핵 에 대 한 섣뱅 력 (똥써力， Morbidity)의 양상을 

정 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은 지 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알이라고 한 수 있다. 

우러나파에서 결핵의 질영럭에 해딴 띤구는 그 어느 

질환 보다 많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에서 깐 곽만을 대상으로한 결핵의 유영 융L 샤는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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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안류의 질영의 변화양상은 계속 연하고 있다. 특히 

그최근의 의학의 발달과 급격한 경제， 사회 현상의 변화로 

질영도 않이 변화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질뱅의 

켠화 양상과 질영의 규모(magnitude)를 아는 것은 국 

가 보건 계획의 수립， 의 학교육 망향의 조정 및 원뱅의 

역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수석안 것이다-

예앙뱅 및 치료뱅 이 이미 잔 알혀져있음에도 불쿠하 

서 



년1)과 1970l;i 2 )에 시행한 두벤의 전국 결핵 실태 촉사 

가있었 o 녁， 그이외에도 지역척으로， 집단에 딱른 유 

영융 죠사는 상당 수가 있어 최근 10여년간의 유영율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건 이전의 결핵 유영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쉬 , 1954년 윤3)은 1950년 초반에 있 어 서 의 결 

핵 유영율이 약 6-7%가 되리라고 추정한 기록을 찾을 

수있었다. 

그러나 한 질환 특히 만성 질환의 칠영력의 양상올 

아는데는 유영율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발생율의 

변화를 알아야 에로소 가능하다. 우려나라에서 결핵의 

발생율에 꾀한 연주는 렬흐 없A며 1970-71년에 이루 

어진 결핵의 신환 발생율 죠사4)와 부분적무로 시챙된 

조사8)가 있을 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조사가 없어 현 

재 결핵의 질영력의 연화 양상을 구영한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판 얼이라고 생각된다. 

Frost5)에 의하여 결핵사망에 래한 코호트(Cohort) 

관찰뱅이 스개원 이래 질영력 드는 사망력의 변화 양 

상을 양(量) 적무로 정확하게 쿠영하는데는 이 코호트 

판찰 방벙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증영되었다. 

이 코흐트 관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친 정확한 자료의 계속적인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큰 전제죠건이 있어 비록 좋은 방엽이키는 하나 우리 

나리-에서 이 방법을 。l 용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 다. 

여기에서 븐 연구자는 의사의 직엽을 가진 인구집단은 

자커들의 칠영에 대해 가장 않이， 정확하게 알고있A리 

라는 가정하에 이 인구집단올 이용하연 비록 한국에서 

라도 과거 60여년간의 결핵의 질뱅력에 변화의 양적인 

양상을 코호트방업 으로 측정 , 판찰할 수 있지 않을가 

하는데 착안하여 이번 연쿠를 시행렀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인 의사를 이용한 여러가지 질 

뱅의 질영략의 연구의 일부임을 밝혀둔다6) 

연 구 방 법 

1. 조사 대상인구 

1972년 8월 31일 부로 의사 정기신고의 일환2..~， 

대한 의혁협회에 둥록펀 한국안 의사와 공군， 해군 군 

의관 천원， 각 국군 통합영원외 군의관 및 각 의파대 

학 부속영원의 의사 총 9， 036영 선체를 조사 매상A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는 잘 계획펀 질문서를 우펀A로 보내어 스스로 

기입하게 한후 반송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응I십L 

율을 높이기 위하여 봉투의 크기를 크게하고， 봉투의 

색갈을 이교적 화려한 것으로 하였고 수취안 "1 용 부

담 반송 봉투를 동봉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는 키호화하고 차드에 천공하여 기계르 처려하 

였다. 자료 분석은 조사 당시의 유영율 및 경험율을 

성별， 연령옐로 구하였고 또한 발생율은 연령별， 성별 

로 구하고 마시 출생 연도에 짜른 코호트밸 발생 율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생율을 연도별로 구하여 파거 

60여 년간의 질 영 양상을 구영 하였 다. 

4. 제율(諸率)의 계산방법 

유뱅율， 경험율， 발생율， 출생연도옐 발생율 및 연 

도옐 발생 율올 다음과 같은 앙업 으로 각각 구하였 다. 

가) 유명 율 (Prevalence Rate) 

일반유영 율 : 천체 대 상안쿠를 분모로하고， 조사 당 

시에 걸핵에 이환되어 있었던 사랑의 수를 분자르 하 

여 율올 쿠하였고 거치에 현의 계수 100-올 곱하여 백 

분율(%)로 표시하였다. 

연령 옐 유영 율(Age Specific Preva lence Rate) 연 

령옐 유영율은 각 출생연도를 감안하여 조사당시의 현 

재 연령으로 환산하여 그 연령에 해망되는 사랑의 수 

를 분모로 하였고 (Table 1) 그 연령 에 속하고 있는 

사랑중 조사 당시에 결핵에 이환된 사랑을 분자로 하 

여 율을 구하고 여기에 펀의 계수 100을 곱하여 백분 

율로 표시하였다. 

나) 경 험 율 (Experience Rate) 

경험율은 초사당시에 결핵에 이환되어 있지 않더라 

도 과거에 결핵의 이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Table 1. Number of Persons surveyed by Sex and 

Year of Birth. 

Ye월::1 Male Female Total 
of Bir 

1905) 96 96 

1 905~1909 207 8 215 
1910~1914 368 15 383 

1915~1919 479 36 515 

1920~1924 651 61 712 

1925~1929 773 96 869 

1930~1934 844 166 1, 010 ' 

1935~1939 846 147 993 

1940~1944 629 69 698 

1945( 285 82 367 
Sub-total 5, 178 680 5,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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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핵에 이한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합하여 운자 

로하고 천체 대상인구를 운모로 하여 율을 구하고 여 

기에 펀의 계수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연령별 경험율의 계산은 연령별 유벙 율의 계산망업 

과동일하다. 

다) 발생 율 (Incidence Rate) 

연 령 별 발생 율 (Age Specific lncidence Rate) : 연 령 

별 발생율의 계산에서 분요는 전 대상자를 출생 연도뻗 

출생연도옐 및 연령옐로 분류하고 출생 연도벨후 구분 

펀 인구 집단들이 각각 앨정한 연령군을 통과판 수를 

연령군별로 i잡한 것~..!료 하였다. 즉 표 2의 우(右)단의 

연령‘날 항;애가 그 연령균의 분모가 펀다. 그러고 어떤 
연령군에샤 결핵 이환이 시작한 수를 합하여 그 연령군 
에서의 분자로하고 율을 구하였으며 거기에 편의계수 

100-올 곱하얘 백 분율로 표시 하였다 

훌샘연도벌， 연령별 발생율 (Age Specific Inci

dence Rate by Year of Birth): 각 출생 연도옐로 전 
체 대상자흘 구분하고， 구분펀 각 접만。1 각 연령 층을 

통과하연셔 결핵에 새로이 이 딴펀 수를 그 출생연도에 

서의 그 연령군의 분자르하고 각 출생 연도로 분류완 
수의 합을 분모로하여 율을 구하고， 여기에 펀의 계수 

100을 곱하여 백 분율로 표시 하였 다. 즉 Table 1에 서 의 

Table 2. Denominators by Sex, Age and Year of Birth Showing Cohort Distributions. 

짧戀.\ 1905 :뼈 l 9lO | g렉9잉뼈체1잉막Ts1T|「1 렉뻐 1 :집 1 19야 1965 
1905 1 I I 1 I 1 I I 1 I I 1 I 1 I I 1 I 1 I T otal 

1909 1914 119191 1924 1929 11934 1939 11944 194911954 1195911964 1969 1974 

0-4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629 285 5178 
F 8 15 36 61 961 166 147 69 82 680 

5-9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629 285 5178 
F 8 15 36 61 961 166 147 69 82 680 

10-14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629 285 5178 
F 8 15 36 61 961 166 147 69 82 680 

15-19 M 96 11207 8 368 479 651 773 844 846 629 285 3178 
F 15 36 61 96 166 147 69 82 680 

20-24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629 285 5178 
F 8 15 36 61 96 161 147 69 8:< 680 

25-29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629 285 5178 
F 8 15 36 61 961 166 147 6S 82 680 

30-34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629 4893 
F 8 15 36 61 961 166j 147 69 598 

35-39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846 2644 
F 8 15 35 61 961 166 147 529 

40-44 M 96 207 368 479 651 773 844 3418 
F 8 15 36 61 96 166 382 

45-49 M 96 207 368 479 651 773 2574 
F 8 15 36 61 96 216 

50-54 M 96 207 368 479 651 1801 
F 8 15 36 61 120 

55- 59 M 96 207 368 479 1150 
F 8 15 36 59 

60-64 M 96 207 368 671 
F 8 15 23 

65-69 M 96 207 303 
F 8 8 

70-74 M 96 96 
F 

Tota! | 맙 196 
_1

303 81671231 115웹8많0125값6134鍵짧833451짧015 1짧0151짧015 1짧。15 1짧015 1짧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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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쉴 합계가 분오가 된다. 

연도별 발생율 (Incidence Rate by Calender 

Year) : 전체 대상인쿠가 출생해서 현재까지 걸어온 발 

자취를 각각 연도별혹 분류하고 그 일정 한 연도를 통 

과한 사랑의 수를 함한 것을 그연도의 분모로하고 결 

핵에 새롱거l 이환펀 사랑의 수를 분자로하여 율을 구 

한 것으르， 여기에서도 펀의계수 100올 곱하여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표 2 하단의 합계가 각 연도옐 냥， 여 

의 분무가 될 것이다. 이혜의 발생율은 년간의 발생율 

이 띈다. 

가)응답율 

1972년 8월 탈 현재 의 협 에 신고판 8， 621명 과 국군통 

합영원， 해 군， 공군 및 각 의과대학과 그 부속 종합병 

원에서 의협을 통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415영을 포항 

하여 9， 036영이 대상이 되였다. 

이중 주소 불영￡로 반송된 것이 741통이역 응당자 

수가 층 5， 858영 A로 70.6% 이 었 다. 5， 858명 중 남자 

가 5， 178명이었고 여자가 680영이 었다. 

응당자플 연형렬로 보기 위하여 1970년도 (의협 부 

특) 7) 에 정기 신고한 의사의 연령별 성열분포와 "1 교 

해 보았다. 

口 Number Responded 

Mole Femole 

Fig. 1. Age Stuctures of A lI Korean Physicians 
and Surveyed Physicians by Sex. 

40세 이 상되 는 연 령 군에 서 는 그 응당율이 80-90% 

이 었으나 40싸 이하에서는 그 응답율이 대만히 낮아 

약 30-60% 밖에 되 지 않았다. 

나) 경험율 및 유병율 

총 해상자의 13.7%인 800명이 파거폐결핵에 이환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폐결핵을 가지고 있다고했 

다. 01 중 낭자가 719명￡로 그 경험 및 유영율이 13.9 

%이 었고， 여자는 81영A로 11.9% 이 었마. 

조사 당시 결핵을 앓고 있다고 한 사람은 7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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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valence and Experience Rates for Pul

monary Tuberculosis among Korean Physi
cians by Age and Sex (1900-1972) 

그 유뱅율은 1. 2% 이 었다. 이 중 남자가 65영A로 

1. 3% 이었고. 여자는 8명S료 1. 2%이 었다 

폐결핵의 천체 경험율을 성 혈 및 연령켈로 보연 그 

링 2 (Table 3)와 같다. 낭자에 서 는 45-49세 에서 그 

경험율 18.1%호 가장 높S냐 완만한 정정을 이루고 

양쪽A로 서서히 캄소하는 타원형의 일상곡선을 이루 

어， 연령이 45-49세보다. 높거나 낮을 수록 그 경험 

율도 낮아지는 특유한 양상을 보여 준다. 여자에서는 

。l 와는 달러 25-49세 까지 는 경 험 율이 10-15%의 염 

위내에서 키복을 보이나 뚜렷 한 증가 또는 강소의 경 

향을 보여 주지 않다가 55-59세에 서 한언 정점을 이‘ 

루는 양상을 보여준다. 

유영율을 연령별로 하면 그립 2의 하단과 같다. 즉 

35-39세 에 서 하나의 정 점 (1. 2%)을 이 루고 40-44세 

사이에서 유명율이 약간 낮아지나 다시 연령이 많아낌 

에 따라 유영율이 55-59세까지 계 속 j증가(1. 9% ) 했 다 

가 이후로 급속히 감소하는 오습을 보여준다 (Table 4) _ 

다)발생율 

전대상자의 폐결핵 발생율을 연령벨료 관찬하연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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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Age lncidence Rates for Pulmonary Tube
rculosis among Korean Physicians by Age & 
Sex (190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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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lncidence & Eγ perience Rates fo r Pulmonary Tuberculosis by Age and Year of Birth, Male 

y깊뚫펠:1 1e휩 +0펙 
1905) 1. 04 2.08 1. 04 1. 04 51 5. 21 96 
1 905 ~1 909 0. 48 0. 96 4. 83 0.96 0. 48 1. 93 20 9. 66 207 
1 910~1 914 0.54 1. 36 2. 17 2. 17 1.36 0. 82 o. 27 1. 63 381 10. 33 368: 
19 15 ~1919 0.21 0.42 2.51 2. 71 3.34 1. 25 1. 04 1. 04 1. 67 681 14.20 479 
1 920~1924 0.31 0.46 2. 76 3.69 3. 99 0.92 1. 54 1. 08 0.31 1 109 16. 74 651 
1 925~1929 0. 39 0.65 4. 01 3.49 5. 30 2. 07 1. 68 0.52 0. 26 21 140 18. 11 773 
1 930~1934 0.36 0.59 1. 78 4.98 5. 33 1. 18 0.95 3 137 16.23 844 
1935~1 939 0.35 0. 47 0.95 4.61 5. 08 2. 13 o. 12 1 108 12. 77 846 
1 940~1944 O. 16 0.95 2. 38 3.66 3.82 1. 75 721 11. 45 629 
1945( -1 2. 11 2.46 2. 10 1. 75 211 7.3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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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Incidence and Prevalence Rates for Pulmona ry Tuberculosis by Age and Yea r of Birth,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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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919 1 2 3 1 1 91 1. S 

1 920~1924 1 1 3 1 1 3 10 1.5 

1925~1929 rι 2 2 1 2 9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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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5년이 빠흔 15 ~19세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캄소 

해가는 일산곡선을 이푼다. 유영 율이나 경험율에 서 보

여 주는바와 같이 1930~1934년도 출생자(조사 당시 

연랭 3S~42세)에서 그 발생율이 가장 높고 그 천후에 

출생싼 사랑에게는 말생율이 낮음을 보여푼다. 

마) 연도벌 발생율 

발생율을 연도밸후 측정하여 보연 그링 5 (T a ble 7) 

와 같이 래단히 흥마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1920 

년대 이 전에는 말생율이 거 의 0에 가깡마가 그 이후로 

서 서 허 증가하여 1945~1949년에 5년간 발생 율이 1. 7 

%로 증가하고 1950년 대 초에 다시 강소하는 듯 하다. 

그 이 후후 계속 증가하여 1960 'il. 대 호반에는 2.6%까 

지 증가 였다가 그 이후로 비교적 ‘알터 강소하는 양상 

- 7 9 ~ 

lncidence Rate(%) 

여 공히 25~29세를 정 점 으로 하고 양측A쿄 급격 히 

감소하는 일산곡선을 이룬다. 전만적으호 남자의 발생 

율이 거 의 모든 연령애서 높으나 15세 이 하에 서는 오히 

려 여자가 약간 높았다. 앨단 25~29세에서 정점을 이 

푼 발생 율은 연령 이 증가항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다. 

35세 이후 부터는 아주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올 보여준 

다. 25~29세의 정점 에 서의 5년간 발생율의 ‘ 크기는 남 

자에서 4.2% 여 자에 서 3. 5 ~b이었다 (Fig. 3, Table 5, 6) . 

라) 코호트 별 발생율 

발생율을 풍생 연도별로 쿠하여 코호트옐로 판창하연 

그럼 4와 같다. 즉 일반적인 딸생융의 분포양상은 20 

~29세를 정점으로 하고 양쪽으후 급격 히 하강하는 일 

신 곡선을 。1 루나， 1945년 이 후의 출생 자만은 그 정 정 



Table 5. Incidence Rates for Pulmonary Tubercu

losis among Korean Physicians by Calen

dar Year. 

Role 
{’씨 
3.0 

2.5 

Calendar Year 5-Year 2.0 

(%) 
5.5 

5.0 

4.0 

3.0 

2.0 

1.0 

1920-1924 

1925-1929 

1930-1934 

1935-1939 

1940-1944 

1945-1949 

1950-1954 

1955-1959 

1960-1964 

1965-1969 

1970-1972 

Incidence Rates(%) 

O. 18 

0. 34 

0. 77 

1. 04 

1. 69 

1. 55 

2.37 

2. 58 

2.24 

1. 02 

1910-1914 

6_10 15 20 25 ;30 짧'.40 45 50 55 ∞ 

Flg. 4. Cohort Observation of Incidence Rates f()f 
Pulmonary Tuberculosis among Korean Phy
sicians by Age, Male(1900~1972) 

을 보여준다. 1970~ 01 후의 결핵의 연간 발생율은 평 

균 약 0.2% 이 었다. 

토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의 장점은 의사 

는 한 사회에서 그 사회 경제척안 죠건。1 비교적 균알 

하며， 질영이 발생했을혜 그 어느 갱단에 비해서도 가 

장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A며， 명의 경과에 대해 

서도 가장 잘 아는 칩단이라는 정이다. 반연에 의사의 

정단은 철대 우러나라 국민을 대변할 수 없우며， 의사 

는 의사의 첩단만을 태변함A로 이 연구에서 나온 결 

과는 우러 나라 국만의 결핵의 양상을 직정적A로 설명 

해 주지 뭇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105 

1.0 

ι ;5;-' 

I .-- ‘ , . 

’ l야。 S l려o 5 1940 5 1950 5 뻐 5 197。 그 
Calendor Year 

Fig. 5. lncidence Rates for Pulmonary Tubercul
'lsis among Korean Physicians by Calendar 
Year. 

직접 신체검사나， 검사소견 빛 x-선촬영을 하여 수 

집한 자료가 아니고 질문서를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결핵에 대한 자료를 수접하였￡무료죠사 당시 중증 결 

핵 환자로서 의 사의 커 능을 다하지 옷하고 있는 사랑운 

。1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가능성이 있￡며 도한 

오래천에 이환되 었커 혜문에 이미 기억에서 살아진 경 

우가 있었고，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의사중에 결핵 

의 중증￡로 의 사로서 기 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으며， 결핵이란 특유한 질병이으로 

특히 의사가 이 질병의 이환 경험을 기억하지 옷하거 

나 정확하게 진단 옷 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척다고 해 

도 른 우리 는 없을 것 같다. 

총 9， 036명 중 주소 불명 으로 반송판 것 이 741통， 응 

답한 수가 5， 858영이었무며， 응답을 하지 않은수가 

2， 437명이었다. 그립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소 

불명으로 만송된 것과 응맙하지 않은 의사의 거의 대 

부분이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고 연령이 낮을 수 

록 신고율과 응답율이 낮았다. 이 것은 젊은 의사들의 

대부분이 군에 있어， 얘년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며， 

종합영원의 돼지멘트도 수련의 우의촌 파견， 또는 다 

른 영원 파견풍A로 주소가 불영한 경우가 않~며 군 

에서 갖 제대한 많은 의사들이 마극에 가 있어 더욱 

신고 및 응답율이 낮은 것A로 간주된다. 

우연올 퉁한 자료수정 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응답율이 

낮다는 것이며， 둘째는 응닿자와 바 응당자간의 어떤 

속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8) 응답율을 늘 

리기 위하여 Monk8) 둥이 제안한 것 처럼 봉투를 크고 

화려 하게 만들었￡며 , 질문서 작성 에 특히 유의 하였 

다. 지식， 태도， 실천동의 조사에저는 응탑자와 "1 응 
당자가 질운셔 내용에 의하여 선택휠 가능성 이 않~냐 

질병력 초사에서는 그렇게 운제가 되지 않을 것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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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혜를틀어 과거에 결핵 에 이깐펴였던시-힘이 

그렇지 않은 사란보다 더 또는 년 -2- 낚혔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곤란하기 혜문이 다. 

유영 율이나 경 힘융은 조사딩시의 성태에 래 해서 는 

설영을 해주가 질명 의 양성-(pattern ) 의 변화를 아는 

데는 렬로가치가 걱다고 할수 있다 또한 전래상자의 

알반 발생윷은 선체 대상자의 -효 생 !헤 쑤터 현재까지의 

띤령밸 성 1설 총 발생융의 평균이으료 결핵의 말생 양상 

의 설영이나 질영 말생의 연화 양상의 설영 을 위해서 

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옷한다. 

절명 발생 양상의 년화를 아는데는 효-생 연도옐 발생 

을을 구하여 코호트펠르 판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석이 

하 할수 있다. 마지닥우로 연도건을 결핵의 말생융은 결 

영 딸생의 연차적인 변화를 설영하능데 큰 기 여를 하나 

각 연도에서 의 돼상자의 연령 i날 분도에 약흔 C컨령교정 

을 하지 않았으으르 직접석인 연차적 띠고에 는 약간의 

우더가 있으터리- 생각펀다 

온 연주에 서 결핵의 경험 율을 닝자에서 보연 45~49 

세에서 가장 늪고 그 보다 나이가 많거나 척은 연 령 

에서 경험융이 낮은 것으후 나타났다. 엔킹 이 낮을수 

록 경험을이 낫은 것은 결핵 의 발생 융야 최근 20여 년 

간 의사에서 감소하고 있 다는 것으三 설명띨수 있A나 

50세 이상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 경험융이 낮다는 

것은 파거에 섣핵의 말생율이 적 었다고 하기보마는， 

과거 결핵의 치영 융이 대단히 높았二， 결핵 의 만성， 

악성적인 특성으흐 결핵에 이환펀 시- 암들은 의과에학 

에 입학할 수 없었거나， 업학댔어三 졸업할 수가 없었 

올 것으로 섣영하는 것이 옳을렌지 요흔마 이것은 결 

핵 말생율의 정점이 20~24인검 을 고혀한페 외과대학 

생시절에 가장 결핵의 말생 이 않았다고 한 수 있어 그 

섣명 이 다당한 것 같다- 그 뿐 아니 터，- Comstock10l등은 

미국 흑안을 대상무로한 결핵의 Z갚영랙의 떤구 결과， 

모든 연령에서 흑안의 결핵 말생을은 맥인 보다 높~ 

냐 45세 이 상의 흑인의 유영 율이 월퉁히 낮다고 보고 

하였다. 그 。1 유로 흑인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율이 백 

안보다 높키 빼문이퍼-고 성명 하였다. 휴 드사 당시 연 

령이 45~49세 이전에는 비흑 발생 율은 높너하도 사망 

율이 높아 마치 높은 연령 층에 는 결핵 경 험 율이 낮은 것 

처럼 보인다고， 설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자에서 그 

경험율의 연령뻗 분포가 낭자와 다흔 것은 여자의 조 

사 총수가 적은 것으료 생각되어 타당성 이 적은 것 같 

다. 

본 연쿠에서 결핵의 유명율이 낭자에서 1. 3% . 여자 

에서 1 . 2% 안 것은 우러나라에서 1970년도의 결핵 유 

병율이 2l 약 4.2% 인 것으후 보아 의사가 비교적 사회 

경제 상터1 가 높은 층에 있고 또한 치료의 혜택을 누쿠 

보마 맏을 71 회가 밟다는 것을 고려할에 이 해가 간다고 

할 수 있마. 전극 결핵 유캠율에서는 선체 연령에 대 

한 유영융이여 의사인 경우는 매개 25 ~70세의 연령분 

포이므르 살저l 같은 연령의 일만 극만의 평균 결핵 유 

영율은 이보다 훨씬 높마는 것을 고켜하연 의 사의 유 

영율은 일만 국만 브다 약 4배 정드 낫은 것같다， 

유영 율의 연령밸 분포 양상에서 25써 이후에서 vv세 

까지 제속승가하는것은 우러나라 사감선체의 연령별 \ 

유영율의 분포와 u1 슷하나 60세 이후에 서 급격이 다시 

강소하는 것은 우리냐라 국민의 유i껑을의 띤경옐 분포 

양상과 크게 상치된다고 할수 있다. 이 랭게 되 는 이유 

는 설영 하기 곤난하나 한국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띤 특수성성으로 설영되어야 할 것 같다. 또딴 유명 

율의 연령갤 분포에서 40~44세 사이에 하냐의 작은 

계곡을 형성하는 이유는 정확하개 알 수 없으냐， 조사 

대상자의 규모가 작커 r예 문에 일어냐는 흥계석안 오차 

가 아난가 생각완다. 

현재， 시내에 딱흔 결핵의 연령옐 말생 융의 분포의 

변화 Furcolawll l에 의해 완전허 규영딘 바 있다. 01 에 

의하연 결핵의 발생율은 20세를 전후하여 한언 설정에 

오르고 계속 강소하다가 40대 。1 후에서 부터 풀다토 

(plateau )를 형성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르 알려져 

있마. 은 연구에서 한국의 의사만을 대상4료 하띤 

4 0내 이후에서 결핵 말생율이 풍리-흐를 형성하지 않고 

모든 코호트에 서 계 속 감소하는 것 은 특유한 현상￡로 

설영되녁 u1 교적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계충에서 

의 결핵 발생율의 연령옐 분포를 대연하는지도 모후겠 

다. 꺼l 속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띈다. 

t날생율의 연화 양상을 출생띤도벨， 연행렐j르 코호트 

’날 판찰을 하연 발생율의 연령 밸 분포양상(pattern) 에 

는 거의 렐 변화없이 20~29세에 정정을 이루고 양쪽 

~료 급격 히 장소하는 일산곡선 모숨을 보여 준다. 그러 

냐 경험율에서 이마 보여준 바와 같이 출생떤도가 1930 

-1934년에서 가장 발생율이 높았고 출생연도가 그 보 

마 싸르거나 늦음에 짜라 발생융은 낮았다. 이러한 현 

상은 이미 설영한 경험율의 연령옐 현상과 앞~르 설 

영할 연차적안 결핵 말생율의 연화를 보면 충분히 설 

영。1 가능할 것 같다. 

결핵의 말생윷을 연차석으로 보면 1925- 29년부터 

시 작하여 서 서 히 증가하여 1955 ~59년에 는 '5년간 딸생 

융이 0.5% 에 이르렀고 1950년내 말에서 급속히 증가 

하여 1960년대 초에는 2.6%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포 겨l 속 캄소해 가는 현상도 이마 경험율과 코호트벨 

말생 율의 득이한 양상과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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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상은 1940년 이천에는 결핵의 치영율이 

높았고 또한 결핵무흐 언한 불우율이 높아 결핵의 이 

환 경험이 있었던 사항은 의사가 될 수 없었을;것A로 

추측펀다. 

그러나 1940년 이전부터 천반적안 의학의 발전￡로 

결핵에 이환되었다가 치유되는 예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며， 1940년태 후만거에 스트렐트 마이신이 말 

견되었고 그 이후 INH 나 PAS풍의 항 결핵제의 도 

입으로， 결핵A르 인관 치명율12) 및 불구율。1 줄어들 

어， 비록 과거에 젊은 연령에 결핵의 이환경험이 있었 

1>1 하도 의사가 될수 있었건 사랑의 수가 않아지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다터-서 븐연쿠에서 걸핵의 발생율 

이 마치과거에는 척었으나 현재에 상승한 것 같은 모 

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무료 은 연구의 결과에 의하연 우러나리- 의사에 

서 결핵의 진정한 발생율은 1965-69년도 부터 바로서 

하강하키 시 작하였고 f970년대 초부터 는 급속히 하강 

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1970년 이후의 결핵의 연간 평 

균 말생율은 1970 \날초에 약 0.2%로 당시의 우러나라 

의 0. 4%보다4) 약 50%가량 낮은 율이다. 

이러 한 결핵의 양상은 어디까지냐 특수층인‘ 의사에 

한하는 것이으료 일반 극민과는 어느정도 다른 모습일 

것￡혹 생각된다. 

종 괄 

1972년에 대한 의학 협회에 신고한 의사 9， 036영을 

대상무료 결핵의 경험율 및 유영율을 구하였고， 과거 

50여년간의 결핵의 발생율을 출생 코호특열 그러고 연 

도열 (calendar year)르 쿠하여 한국인 의사의 결핵의 

질명 력 (흉病力， morbidity)의 여 러 양상을 양(量) 적 
으로 쿠영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연 다음파 같다. 

1) 조사헤상자중 남자의 13.9% , 여자의 11. 9%7]

과거 또는 현재에 결핵의 이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조사 당시의 결핵의 유영율은 낭자에서 1. 3% , 

여자에서 1.2% 이었다. 

3) 결핵의 말생율은 과거 60~간의 모든 출생 코호 

트에서 20-29세 사이에 정청을 이루는 일산 곡선을 
보여 주었다. 

4) 결핵의 경헝율 및 코호트옐 발생율을 보연 조사 

당시 연령이 40-44세 이전의 출생한 사람들 중과거에 

결핵에 이환되었던 사람들이 의사가 휠 가능성운 극히 

적었먼 것같다. 

5) 결핵의 발생율올 연차적으로 보연 1960년대 후반 

부터 현저 하게 캄소하기 시 작하여 1970년대 초반기 에 

는 그 감소가 급격해졌다. 

6) 1970-72년 사이의 결핵의 연간 말생율은 약 0.2 

%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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