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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비전
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
자는 매년 4,100만 명이며, 주로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으로 1,790만 명, 만성 호흡기 질환(chronic respiratory 
diseases)으로 410만 명, 당뇨병(diabetes)으로 150만 명, 암(cancers)으
로 930만 명이 사망한다. 담배사용(tobacco use), 유해음주(harmful use 
of alcohol), 비건강식(unhealthy diet)과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다.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발
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GDs) 3.4는 2030년까지 비전
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 
2013-2020(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n 
NCDs 2013-2020)을 수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이며, 중저소득 국가(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의 의
료시스템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중재(intervention)를 식별하여 “Best 
Buys”를 만들었고,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중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 하
고 있다. “Best Buys” 중재는 1) 국가 비전염성 질환 목표 설정(set 
national NCD targets), 2) 국가계획수립(develop a national plan), 3) 
비전염성 질환 위험요인 감소(reduce risk factors from NCD), 4) 비전
염성 질환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강화(strengthen health system to 
respond to NCD)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의 하위 
중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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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전염성 질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가지 비전염성 질환 또는 한 가지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3.4 달성과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 2013-2020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Best Buys” 중재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국가의 역학적 전환을 
통해 비전염성 질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
명적이지 않은 질환의 질병부담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인 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병, 암으
로 인한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및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
률의 합산 값, 유병률의 합산 값)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
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p<0.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를 이행한 기간이 길수록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
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ß= 
-20, 2019년 ß= -22). 이를 통해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중재를 이
행한 시간과 그 효과가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과 2017년의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
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해본 결과,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의 영향이 2015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ß= -28.6, 2019년 ß= -29). 이는 2017년 
국가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그간에 축적된 이행률을 반영하여 
2015년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Best Buys” 중재 이행률이 
높을수록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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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값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5)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비전염성 질환의 경우 위험요인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질환의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
은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중재 이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으로 인한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중
재 이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자료가 충분히 측정되었을 때, 
패널분석 등과 같이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설계로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주요 네 가지 비
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비전염성 질환, “Best Buys”, 중재 이행, 질병부담, 비전염성 질
환과 YLDs 관계, 비전염성 질환과 유병률의 관계 
학  번 : 2019-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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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1)에 의하면 비
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으로 인한 전 세계 사
망자는 매년 4,100만 명이며, 그중 30세에서 70세 사이의 비전염성 질환
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1,500만 명이다. 또한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77%와 조기 사망자의 85%는 중저소득 국가(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에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
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CVDs), 만성 호흡기 질환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CRDs), 당뇨병(diabetes), 암(cancers)
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으로 정의한다.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
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1,790만 명, 410만 명, 150만 명, 930만 명이
다. 담배사용(tobacco use), 유해음주(harmful alcohol use),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 비건강식(unhealthy diet)은 비전염성 질환으
로 인해 사망할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WHO, 2021).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첫 UN 고위급 회의 (UN High-Level Meeting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가 개최되었고,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GDs) 3.4는 2030년까지 비전염
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글로벌 행동 계획 2013-2020(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n NCDs 2013-2020)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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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 효율
적이며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시스템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중재
(intervention)를 식별하여 “Best Buys”를 만들었으며, 세계보건기구 회
원국들의 중재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WHO, 2017a). 세계보건
기구는 194개 회원국에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Best Buys” 중
재를 이행하면 96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WHO, 2018).

비전염성 질환은 보건 측면은 물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화된 장애 및 사망은 소득, 생산
성 및 자본 형성의 손실을 통해 가계, 산업 및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
을 미친다(Bloom et al., 201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병 및 만성 호흡
기 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값비싼 치료는 가정에 부담이 되고,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소득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특히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중저소득 국가에게 경제적 부담
이 더욱 가중된다(WHO, 2011). UN 고위급 회의에서 2011년부터 2025년
까지 중저소득 국가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누적 손실은 7조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Bloom et al., 2011). 

반면, 동일 기간 동안 모든 “Best Buys” 중재를 시행했을 때 드는 비
용은 1,700억 달러로 추산되었고, 이는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ies)에서 연간 1인당 1 달러 미만, 중저소득 국가(low-and 
middle-income countries)에서 연간 1인당 1.5 달러, 중상위소득 국가
(upper-middle income countries)에서 연간 1인당 3 달러의 투자로 계
산되었으며(Bloom et al., 2011), 이를 통해 “Best Buys” 중재를 이행하
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관련 정책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로 정책 
이행자 또는 정책결정권자를 인터뷰한 질적연구와 체계적 문헌고찰 등이 
수행되었고, 한 가지 위험요인과 관련한 중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3.4 달성과 비전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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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 2013-2020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
어진 “Best Buys” 중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의 고
령화와 국가의 역학적 전환을 통해 비전염성 질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명적이지 않은 질환의 질병부담을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Vos et al., 2017). 따라서 본 연
구는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
부담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보건기구 가입국의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를 살펴본 후 국가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
염성 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병, 암)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률 및 유병률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국가의 “Best Buys” 중재 이행 현황을 확인한다. 

둘째,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 및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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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Best Buys” 중재

2010년 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비
용 효율적이며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시스템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중재를 
식별하여 “Best Buys”를 소개하였으며 2017년에 업데이트 하였다.  

“Best Buys” 중재는 1) 국가 비전염성 질환 목표 설정(set national 
NCD targets), 2) 국가계획수립(develop a national plan), 3) 비전염성 
질환 위험요인 감소(reduce risk factors for NCD), 4) 비전염성 질환 대
응을 위한 의료체계 강화(strengthen health system to respond to 
NCD)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세계보건기구는 중재를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Best Buys” 
중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2010년 “Best Buys” 중재 소개 이후 지
금까지 네 번(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
간하였다. 

중재 이행에 대한 평가는 완전 달성(fully achieved), 부분 달성
(partially achieved), 미달성(not achieved), 사용 가능 문서 부재
(document not available), 모르겠음(don’t know), 데이터 없음(no 
data), 해당 없음(not applicable), 응답 없음(no response) 등 총 여덟 
가지 지표로 표시되며, 세계보건기구는 각 중재별 평가 기준을 모니터링 
보고서에 함께 제시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국가별 자가응답 방식으로 수행되지만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Best Buys” 모니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에 관해 Allen et al.(2021)은 “Best Buys” 모니터링 보고서의 신
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대륙, 다른 소득수준의 15개국을 선정한 후 
국가 담당자에게 문의한 내용과 “Best Buys” 모니터링 보고서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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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HO, 2017b, 재구성

1. 국가 비전염성 질환 목표 설정(National NCDs targets and indicators)

2. 사망원인 통계(Mortality data)

3. 위험요인 조사(Risk factor surveys)

4. 국가통합 비전염성 질환 정책/ 전략/ 실행계획(National integrated NCD policy/ strategy/ action plan)

5. 담배수요 감소 조치
(Tobacco demand-reduction measures)

a. 소비세 및 가격 인상(increased excise taxes and prices)

b. 금연 정책(smoke-free policies)
c.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및 무광고
(large graphic health warnings/plain packaging) 
d. 광고, 판촉, 후원 금지(bans on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e. 대규모 금연 캠페인(mass media campaigns) (2017년 추가)

6. 유해음주 감소 조치
(Harmful use of alcohol reduction measures)

a. 물리적 이용 가능성 제한(restriction on physical availability) 
b. 광고 금지 또는 포괄적인 제한 
(advertising bans or comprehensive restrictions) 
c. 소비세 인상(increased excise taxes) 

7. 비건강식 감소 조치
(Unhealthy diet reduction measures)

a. 나트륨 섭취 관련 정책(salt/sodium policies)

b.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정책(saturated fatty acids and trans-fats policies)

c. 어린이 대상 마케팅 제한(marketing to children restriction)

d. 모유 대체품 마케팅 제한(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restrictions)

8. 신체활동 부족에 대한 공공 교육 및 인식 캠페인(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 on physical inactivity)

9.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및 만성 호흡기 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s, diabetes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10. 심장마비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 요법/ 상담(Drug therapy/ counseling to prevent heart attacks and strokes)

[표 1] “Best Buys” 중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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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질병부담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인 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
병, 암의 질병부담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각각의 장애에 따
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분포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현황
  자료원: GBD 2019 Results Tool, 재구성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분포
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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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현황 
  자료원: GBD 2019 Results Tool, 재구성

2.3. “Best Buys” 중재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 

“Best Buys” 중재와 비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관
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탐색하기 위해 MEDELINE(PubMed)을 
이용한 검색 및 눈덩이 확대(snowballing)를 통해 확인된 선행연구의 참
고문헌을 확인했다. 검색에 사용된 자세한 검색어는 [부록 1]에 첨부하였
다. 

선행연구 검색을 통해 48개의 연구가 식별되었다. 그 결과 논문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3개 논문, ‘비용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Best Buy’가 사용
된 12개 논문,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요인인 담배사용, 유해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건강식 중 한 가지 위험요인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24개 연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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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환 정책에 관한 4개 논문, “Best Buys” 중재에 관한 5개의 선행
연구를 확인하였다. 48편의 연구 중 거의 모든 연구가 리뷰 형식의 연구
였다. “Best Buys” 중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아래 [표 2]와 
같다.

저자(연도) 연구 목적 및 결과

Allen et al. 
(2018)

84개의 저소득,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Best Buys” 중재
(담배사용, 유해음주, 비건강식, 신체활동 부족, 심혈관계 
질환 상담, 암 관리)와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중재에 대
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연구 분포를 확인하
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저소득,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
다.

Allen et al. 
(2021)

세계보건기구 가입 194개국의 점수화한 “Best Buys” 중
재 이행 정도와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특성
(민주주의(democracy), 기업 침투(corporate 
permeation), 만성질환 부담(NCD burden), 위험요인 
유병률(risk factor prevalence))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국가와 민주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Best 
Buys” 중재를 가장 적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업 침투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재 이행은 5% 감소
했다.

Khaltaev et al. 
(2020)

49개국의 “Best Buys” 중재 중 생활 습관과 관련된 (담
배사용, 유해음주, 비건강식, 신체활동) 중재를 점수화한 
중재 이행 정도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t-검정 결과 포괄적인 흡연 통제가 가장 성공적
인 생활 습관 변화 조치였고, 흡연율이 감소하는 국가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했다. 

[표 2] “Best Buys” 중재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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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탐색 결과 기존에 주로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요인 한 가지와 
관련된 중재의 효과, 한 가지 비전염성 질환에 관한 연구 및 경향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Best Buys” 중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저자(연도) 연구 목적 및 결과

Khaltaev et al. 
(2021)

49개국의 “Best Buys” 중재 중 생활 습관과 관련된 (담
배사용, 유해음주, 비건강식, 신체활동) 중재를 점수화한 
중재 이행 정도가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t-검정 결과 2010년 “Best Buys” 이행 후 당
뇨병 관련 사망률이 17개국에서 증가, 32개국에서 감소
했으며, 당뇨병 관련 사망률이 감소한 국가에서 신체활
동 중재를 더 잘 이행한 경향을 보였다. 

Tuangratananon 
et al.(2019)

2018년 아시아 7개국의 “Best Buys” 중재 이행 현황 분
석 결과 충분하지 않은 자금과 한정된 기관 역량, 충분
하지 않은 다양한 부서 간(multi-sectoral) 활동과 표준
화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부족으로 국가 간 중재 이
행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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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보건기구 가입국의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
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 및 유병률의 합산 값 간의 관계에 대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가입 194개국 중 188개국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자료에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6개국(Cook 
Island, Eritrea, Monaco, Samoa, San Mariano)은 제외되었다. 

분석 자료는 WHO, Institu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의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9(GBD 2019), World 
Bank, UN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별 특성, 측정 단위 
및 자료원은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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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명 변수특성 단위 및 범주 자료원
독립변수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연속형 0점 ~ 18점 WHO

종속변수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연속형 비율 (10만 명 당) IHME - GBD 
2019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연속형 비율 (10만 명 당)
IHME - GBD 

2019

통제변수

1인당 국내총생산 연속형 미국 달러 World Bank, 
UN1)

거버넌스 지표 연속형 -2.5 ~ 2.5 World Bank
총 인구 연속형 명 World Bank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표 연속형 0 ~ 100 WHO

지역(대륙) 명목형

1. 아프리카
2. 아메리카
3. 유럽
4. 동남아시아
5. 동지중해
6. 서태평양

World Bank, 
WHO2)

소득수준 명목형

1. 저소득
2. 중하위소득
3. 중상위소득
4. 고소득

WHO

[표 3] 변수 특성, 측정 단위 및 자료원

1) World Bank 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UN 자료로 대체했다. 
2) World Bank 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WHO의 자료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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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Best Buys” 중재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결과에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한 점수이다. 모니터링은 세계보건기구
에 의해 “Best Buys” 중재 이행 여부에 대해 수행되고, 그 결과는 8개 기
준으로 (완전 달성, 부분 달성, 미달성, 모르겠음, 데이터 없음, 해당 없음, 
사용 가능 문서 부재, 응답 없음) 평가된다. 

합산한 점수를 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Best Buys” 모니터링 보
고서에 수록된 달성기준(achievement criteria) 및 Allen et al.(2021), 
Khaltaev et al.(2020) 및 Khaltaev et al.(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완전 
달성의 경우 1점, 부분 달성의 경우 0.5점, 미달성 및 기타의 경우에 0점
을 부여했다. 

2015년과 2017년의 “Best Buys” 중재 이행 총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담배수요 감소 조치 중 대규모 금연 
캠페인 중재는 제외하였다([표 1] 참조). 따라서 본 분석에는 총 18개의 중
재 이행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며, 중재 합산 범위는 0점 ~ 18점이다([표 
3] 참조). 

총 4회 (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 시행된 모니터링 결과 중 
본 연구는 2015년과 2017년 모니터링 결과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2) 종속변수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병, 
암)의 경우 완치되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중증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WHO, 2020a), 
중재의 예방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병률을, 중재의 관리 영향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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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을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정의했다([표 3] 참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의 모든 연령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분석에 
포함했다. Global Burden of Diseases 2019의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하위 질환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은 인구의 건강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Murray et al., 2002), 사
망자 수뿐만 아니라 조기사망과 장애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인구에 대한 질병의 전체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다(Murray & 
Lopez, 1996).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질환
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가중치(weight)는 0에서 1로 측정되고, 0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1은 사망을 의미한다(WHO, 2020b). 

YLD(c,s,a,t) = I(c,s,a,t) x DW(c,s,a) x L(c,s,a,t)

I(c,s,a,t) = number of incident cases for cause (c), age (a), and 
sex (s) 

DW(c,s,a) = disability weight for cause (c), age (a) and sex (s)
L(c,s,a,t) = average duration of the case until remission or death 

(years)

(3) 통제변수

비전염성 질환과 “Best Buys” 중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Fisher et 
al., 2020; Niessen et al., 2018; Liberman et al., 2014; Allen et al., 
2021) 참고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총 인구수
(Total population),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표(Univers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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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sevice coverage index), WHO 지역(대륙) 구분 기준 및 세계
은행 소득수준별 국가분류 체계(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group) 등이다([표 3] 참조). 

통제변수 중 거버넌스 지표인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는 
여섯 가지 영역 1. 참여 및 책무성(voice and accountability), 2.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3. 거버넌스 효과성(governance effectiveness), 
4. 법치주의(rule of law), 5.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6. 부패 통
제(control of corruption)가 있고, 각 영역별 점수는 –2.5 ~ 2.5 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버넌스 지표의 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개의 지표 값을 합산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네 가지 
1. 성생식 및 모자보건(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ren health), 2. 전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s), 3. 비전염성 질
환(noncommunicable diseases), 4.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service 
capacity and access)로 정의하며, 0 ~ 100점으로 측정된 14개 지표의 
값이다.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적 의료보장
이 더 잘 달성된 것을 의미한다. 

3.3. 분석 모형

본 연구는 국가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
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Best Buys” 중재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고 “Best Buys” 중재 
이행이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중재 이행 시간
에 따라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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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
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유병률

PREVit = ß0 + ß1Xiy + ß2Ziy + εiy

PREVit :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유병률의 합
Xiy : 2015년,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Ziy : 2015년, 2017년 통제변수
εiy : 오차항
i : 국가, t : 2016년 ~ 2019년, y : 2015년, 2017년

2)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YLDsit = ß0 + ß1Xiy + ß2Ziy + εiy

YLDsit :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

Xiy : 2015년,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Ziy : 2015년, 2017년 통제변수  
εiy : 오차항
i : 국가, t : 2016년 ~ 2019년, y : 2015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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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1) “Best Buys” 중재 이행 분포

188개국의 연도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는 아래 [그림 3]과 같
다. 

[그림 3] 연도별 “Best Buys” 중재 이행 분포

[그림 3]에 의하면, 2015년 대비 2017년에 부분 달성과 완전 달성이 늘
어나고, 기타3)의 경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용 가능 문서 부재, 모르겠음, 데이터 없음, 해당 없음, 응답 없음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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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Best Buys” 중재 이행 분포는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
면,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Best Buys” 중
재가 이행되었다. 

미달성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 저소득 국가에서 4.7%, 중하위소
득 국가에서 0.9% 증가한 반면, 중상위소득 국가에서 1.2%, 고소득 국가
에서 3% 감소했다. 부분 달성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 모든 소득수준 
국가에서 약 3% 증가했다. 완전 달성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 모든 
소득수준 국가에서 약 4 ~ 7%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중재 이
행 정도는 미달성의 경우 감소하고 부분 달성의 경우 약간 증가했으며, 완
전 달성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반면, 소득수준
이 낮은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소득 국가의 중재 이행 정도는 미달성, 부분 
달성, 완전 달성 등 모든 경우에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대륙별 “Best Buys” 중재 이행 분포는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더 많은 “Best Buys” 중재를 이행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유일하게 모든 경우(미달성, 부분 달
성, 완전 달성)에 약 4 ~ 10%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으며, 아메리카의 경
우 유일하게 완전 달성이 0.8%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동지중해의 경우 
완전 달성이 약 9 ~ 10% 증가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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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성 (%) 부분 달성 (%) 완전 달성 (%) 기타 (%)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저소득 234 
(52%)

255 
(56.7%)

82 
(18.2%)

98 
(21.8%)

48 
(10.7%)

78 
(17.3%)

86 
(19.1%)

19 
(4.2%)

중하위소득 417 
(42.9%)

426 
(43.8%)

247 
(25.4%)

279 
(28.7%)

182 
(18.7%)

224 
(23%)

126 
(13%)

43 
(4.4%)

중상위소득 309 
(31.8%)

297 
(30.6%)

227 
(28.5%)

308 
(31.7%)

288 
(29.6%)

342 
(35.2%)

98 
(10.1%)

25 
(2.6%)

고소득 231 
(23.3%)

201 
(20.3%)

298 
(30.1%)

327 
(33%)

364 
(36.8%)

416 
(42%)

97 
(9.8%)

46 
(4.6%)

[표 4] 소득수준별 “Best Buys” 중재 이행 분포 (단위: 이행한 중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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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성 (%) 부분 달성 (%) 완전 달성 (%) 기타 (%)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아프리카 369 
(44.6%)

452 
(54.6%)

172 
(20.8%)

207 
(25%)

84 
(10.1%)

142 
(17.1%)

203 
(24.5%)

27 
(3.3%)

아메리카 244 
(38.7%)

247 
(39.2%)

147 
(23.3%)

171 
(27.1%)

199 
(31.6%)

194 
(30.8%)

40 
(6.3%)

18 
(2.9%)

유럽 213 
(23.2%)

167 
(18.2%)

322 
(35.1%)

330 
(35.9%)

323 
(35.2%)

401 
(43.7%)

60 
(6.5%)

20 
(2.2%)

동남아시아 75 
(37.9%)

63 
(31.8%)

52 
(26.3%)

59 
(29.8%)

60 
(30.3%)

65 
(32.8%)

11 
(5.6%)

11 
(5.6%)

동지중해 142 
(37.6%)

114 
(30.2%)

94 
(24.9%)

112 
(29.6%)

92 
(24.3%)

133 
(35.2%)

50 
(13.2%)

 19 
(5%)

서태평양 148 
(34.3%)

136 
(31.5%)

117 
(27.1%)

133 
(30.8%)

124 
(28.7%)

125 
(28.9%)

43 
(10%)

38 
(8.8%)

[표 5] 지역별 “Best Buys” 중재 이행 분포 (단위: 이행한 중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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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Buys” 중재별 이행 분포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18가지 
중재 중 가장 이행 정도가 낮은 것은 2015년의 경우 담배세 인상, 포화지
방 및 트랜스지방 정책, 어린이 대상 음식 마케팅 제한 중재였고, 반면 
2017년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정책, 어린이 대상 음식 마케팅 제한 
중재였다. 부분 달성된 중재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은 2015년과 
2017년 동일하게 주류 판매 규제 중재였고, 가장 많이 이행한 중재는 
2015년과 2017년 동일하게 신체활동 캠페인 중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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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5년 중재별 이행 분포 [그림 5] 2017년 중재별 이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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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국가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에 따른 점수의 
합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최하위 10개 국가는 Haiti, South Sudan, 
Angola, Côte d’Ivoire, Guinea-Bissau, Liberia, Mozambique, Sao 
Tome and Principe, Sierra Leon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순
이다. 

반면 최상위 10개 국가는 Bulgaria, Iran, Latvia, Slovenia, Canada, 
Colombia, Chil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Brazil, Costa Rica 순이다. Haiti와 South Sudan의 경우 이행
한 (부분 달성 또는 완전 달성) 중재가 한 개도 없었던 반면, Brazil과 
Costa Rica의 경우 한 개의 중재를 제외한 모든 중재를 이행했다. 

2017년 기준에서 보면, 최하위 10개 국가는 Equatorial Guinea, 
Guinea-Bissau, Haiti, South Sudan, Angola, Liberia, Micronesia, 
Sao Tome and Principe, Sierra Leone, Burundi 순이다. 최상위 10개 
국가는 Turkey, Turkmenistan, Brazil, Latvia, Norway, Saudi 
Arabi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Bulgaria, Costa Rica, Iran 순이다. 2015년 대비 2017년 전반적으로 중
재 이행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하위 국가인 Equatorial Guinea와 
Guinea-Bissau는 두 개의 중재를 이행했으나 2015년 대비 이행한 중재 
개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하위 10개 국가의 소득수준은 저소득 국가였으며, 지역으로는 아프리
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상위 10개 국
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중상위소득 및 고소득 국가였고, 유럽과 아메
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였다. Iran만 중하위소득 국가였으며, Iran과 
Saudi Arabia만 동지중해에 위치한 국가였다. 

2015년 대비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 국가는 Tuvalu, Micronesia, Togo, Fiji, Colombia, Philippines, 
Nicaragua, New Zealand, Kyrgystan, India 순이며, 중재 이행 정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국가는 Georgia, Cabo Verde,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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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Estonia, Eswatini, Mauritius, Vanuatu, Azerbaijan, 
Romania 순이다. 

(2)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결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1)   (2)   (3)   (4)   (5)   (6)

 (1) 1.000

 (2) 0.477 1.000

 (3) 0.510 0.395 1.000

 (4) 0.004 0.127 -0.037 1.000

 (5) 0.692 0.680 0.655 0.033 1.000

 (6) 0.680 0.483 0.757 -0.053 0.744 1.000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1) 2016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의 합산 값

   (2)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3)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
   (4) 2015년 총 인구
   (5) 2015년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표  
   (6) 2015년 거버넌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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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1) 1.000

 (2) 0.549 1.000

 (3) 0.606 0.395 1.000

 (4) -0.047 0.127 -0.037 1.000

 (5) 0.775 0.680 0.655 0.033 1.000

 (6) 0.696 0.483 0.757 -0.053 0.744 1.000

[표 7] 변수 간 상관관계 - 유병률 

   (1) 2016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유병률의 합산 값
   (2)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3)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
   (4) 2015년 총 인구
   (5) 2015년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표   
   (6) 2015년 거버넌스 지표 

2016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 및 유병률의 합은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검정한 결과 1.128 ~ 8.033의 범위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그린 산점도는 [부록 3], [부록 4]에 첨부하였다.



- 25 -

4.2. 회귀분석 결과

(1)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본 연구는 먼저 “Best Buys” 중재 이행 기간이 길수록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
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장애에 따른 건
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과의 관계를 아래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YLDsit = ß0 + ß1Xi2015 + ß2Zi2015 + εi2015

그 결과([표 8] 참조)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
률의 합산 값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st Buys” 중재를 이행한 기간이 길수록 주요 네 가지 비전
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이 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016년 ß= -20, 2019년 ß= -22). 

또한 2015년 대비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의 개선이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2018년, 2019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과의 관계를 아
래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YLDsit = ß0 + ß1Xi2017 + ß2Zi2017 + εi2017

그 결과([표 9] 참조)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을 9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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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에 의한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
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의 감소가 2015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2018년 ß= -28.6, 2019년 ß= -29), 이는 그간에 축적된 이행
률을 반영하여 더 많은 “Best Buys” 중재를 이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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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5, * p<.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Best Buys 2015 -20.366** 10.216 -21.214** 10.416 -21.696** 10.648 -22.219** 10.923
1인당 국내총생산 2015 -0.006** 0.003 -0.007*** 0.003 -0.007*** 0.003 -0.007*** 0.003
총 인구 2015 1.76e-07 1.81e-07 1.67e-07 1.84e-07 1.69e-07 1.88e-07 1.80e-07 1.93e-07
보편적 의료보장 2015 4.44 3.732 5.027 3.805 5.575 3.889 6.095 3.99
거버넌스 2015 246.019*** 58.692 243.384*** 59.842 244.173*** 61.171 246.299*** 62.752

소득수준

저소득 Ref Ref Ref Ref
중하위소득 -79.019 94.182 -77.573 96.029 -75.357 98.161 -72.033 100.698
중상위소득 229.878** 115.349 239.026** 117.611 249.878** 120.223 263.665** 123.33
고소득 356.389** 151.331 375.652** 154.298 398.894** 157.725 427.979*** 161.801

지역

아프리카 Ref Ref Ref Ref

아메리카 271.569*** 101.545 279.316*** 103.536 281.285*** 105.836 283.75*** 108.571
유럽 641.459*** 101.617 636.475*** 103.61 631.778*** 105.91 625.693*** 108.648
동남아시아 405.865*** 122.891 421.121*** 125.301 441.026*** 128.083 465.703*** 131.394
동지중해 221.228** 104.212 231.165** 106.256 242.019** 108.616 254.401** 111.423
서태평양 363.223*** 97.174 375.027*** 99.08 382.516*** 101.28 388.242*** 103.898

상수 848.191*** 170.692 833.441*** 174.039 821.438*** 177.904 812.728*** 182.502

[표 8]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과 네 가지 NCDs의 YLDs의 합산 값과의 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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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5, * p<.1

　 2018년 2019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Best Buys 2017 -28.58*** 10.571 -28.998*** 10.85
1인당 국내총생산 2017 -0.008*** 0.003 -0.008*** 0.003
보편적 의료보장 2017 8.125** 3.666 8.573** 3.763
총 인구 2017 1.53e-07 1.82e-07 1.64e-07 1.87e-07
거버넌스 2017 256.629*** 59.122 259.143*** 60.685

소득수준

저소득 Ref Ref
중하위소득 -91.218 95.675 -86.77 98.205
중상위소득 246.754** 116.685 262.247** 119.77
고소득 399.277** 153.638 429.783*** 157.701

지역

아프리카 Ref Ref
아메리카 208.432** 103.336 210.829** 106.068
유럽 609.107*** 104.175 603.094*** 106.93
동남아시아 372.269*** 126.512 394.535*** 129.857
동지중해 257.666** 109.1 270.127** 111.984
서태평양 317.367*** 98.711 322.056*** 101.321

상수 790.864*** 175.457 784.424*** 180.096

[표 9]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과 네 가지 NCDs의 YLDs의 합산 값과의 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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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 유병률

본 연구는 다음으로 “Best Buys” 중재 이행 기간이 길수록 주요 네 가
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
면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과의 관계를 아래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PREVit = ß0 + ß1Xi2015 + ß2Zi2015 + εi2015

분석 결과([표 10] 참조)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15년 대비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의 개선이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2018년, 2019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과의 관계를 아래 모형에 따라 분석하
였다. 

PREVit = ß0 + ß1Xi2017 + ß2Zi2017 + εi2017

분석 결과([표 11] 참조)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질환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
리는 비전염성 질환의 경우 단기간에 중재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방효
과는 없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Best Buys” 중재가 2010년에 처음 소개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후 연구를 통해 본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0 -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Best Buys 2015 -197.083 168.733 -208.948 170.191 -200.699 171.656 -177.516 173.263
1 인당 국내총생산 2015 -0.056 0.042 -0.062 0.042 -0.065 0.043 -0.069 0.043
총 인구 2015 6.19e-07 2.99e-06 5.71e-07 3.01e-06 5.06e-07 3.04e-06 4.15e-07 3.07e-06
보편적 의료보장 2015 209.262*** 61.632 216.713*** 62.164 223.261*** 62.7 227.644*** 63.287
거버넌스 2015 2850.865*** 969.37 2826.44*** 977.741 2799.815*** 986.158 2757.282*** 995.395

소득수준

저소득 Ref Ref Ref Ref
중하위소득 -2243.994 1555.538 -2211.845 1568.972 -2165.423 1582.479 -2086.788 1597.301
중상위소득 1755.151 1905.142 1914.074 1921.595 2052.153 1938.138 2217.513 1956.291
고소득 4566.253* 2499.427 4920.929* 2521.011 5316.826** 2542.715 5872.443** 2566.531

지역

아프리카 Ref Ref Ref Ref
아메리카 3559.361** 1677.154 3663.736** 1691.638 3710.869** 1706.201 3798.346** 1722.182
유럽 13558.138*** 1678.338 13600.125*** 1692.832 13442.243*** 1707.406 13108.944*** 1723.398
동남아시아 2351.878 2029.704 2563.475 2047.232 2756.561 2064.857 2953.026 2084.197
동지중해 5802.45*** 1721.205 6019.974*** 1736.069 6194.924*** 1751.015 6359.267*** 1767.415
서태평양 4852.714*** 1604.966 5026.231*** 1618.826 5088.322*** 1632.762 5117.945*** 1648.055

상수　 8355.181*** 2819.203 8203.286*** 2843.549 7994.03*** 2868.029 7812.643*** 2894.892

[표 10]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과 네 가지 NCDs의 유병률의 합산 값과의 관계 분석 결과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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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9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Best Buys 2017 -213.388 170.424 -197.93 171.906
1인당 국내총생산 2017 -0.078* 0.041 -0.081* 0.042
보편적 의료보장 2017 239.734*** 59.105 244.999*** 59.619
총인구 2017 4.28e-07 2.93e-06 3.67e-07 2.96e-06
거버넌스 2017 3164.969*** 953.159 3134.625*** 961.445

소득수준

저소득 Ref Ref
중하위소득 -2179.397 1542.468 -2105.113 1555.878
중상위소득 2101.671 1881.194 2253.878 1897.549
고소득 5301.922** 2476.955 5836.267** 2498.489

지역

아프리카 Ref Ref
아메리카 3087.51* 1665.973 3212.085* 1680.457
유럽 12989.683*** 1679.513 12678.398*** 1694.115
동남아시아 1261.042 2039.624 1474.036 2057.356
동지중해 6237.798*** 1758.902 6403.778*** 1774.194
서태평양 4247.802*** 1591.414 4311.494*** 1605.249

상수 7602.853*** 2828.711 7387.06** 2853.303

[표 11] 2017년 “Best Buys” 중재 이행과 네 가지 NCDs의 유병률의 합산 값과의 관계 분석 결과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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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및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고찰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중 188개국을 대상으로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
기 질환, 당뇨병, 암)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과 유병률
의 합산 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이 증가하는 글로
벌 추세([그림 1] 참조)와 반대되는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Vos et 
al.(2017)은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추세 분석 연구에서 장애에 따
른 건강년수 상실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인구 증가, 인구 노령
화와 역학적 변화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며, 인구 증가와 인구 노령
화로 인한 변화가 아닌 역학적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표준화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을 확인했을 때 1990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으며, “Best Buys” 
중재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재 이행 기간에 따라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Best Buys” 중재 이행이 2016년 20.4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
실률의 합산 값, 2017년 21.2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 
2018년 21.7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 2019년 22.2 장애
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중재를 이행한 시간과 그 영향의 효
과가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재 이행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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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다음으로, 2017년 “Best Buys” 중재를 한 단위 더 이행하면 2018년, 

2019년에 각각 28.6, 29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의 합산 값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Best Buys” 중재 이행률이 높을수록 주요 네 가
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감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Best Buys” 중재 이행 정도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
환의 유병률의 합산 값 간의 관계가 음의 관계임을 확인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전염성 질환의 경우 위험
요인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질환의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며(WHO, 2001; Godfrey et al., 2010; Hanson & Gluckman, 2011), 
“Best Buys” 중재가 2010년 처음 소개된 점을 감안할 때 유병률이 유의
미하게 감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중재 이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2. 한계 및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적으로 측정된 패널 자료이지만 종속변수(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및 유병률)가 2019년까지 측정되었기 때문
에 중재 이행 효과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분석이 아닌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Best Buys” 중재 이행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비전염성 질환의 경우 위험 요인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질환의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중재 
이행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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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을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과 유병률로 정의한 점이다. 심혈관계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
병, 암으로 인한 질병부담으로 사망 및 조기 사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
지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Best Buys” 중재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가 
2015년에 나왔으므로, 중재 이행이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중재 이행 기간이 짧아 본 연구
에서는 수행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정확한 “Best Buys” 중재 이행 시점을 알 수 없
다는 제한점이 있다. 2010년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에 비용 효과적인 중재를 식별하여 만든 것이 “Best Buys”이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국가에서 각각의 중재 시행 여부 및 정확한 정책 시행 시
점을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국가별 “Best Buys” 중재 이행 이전의 차이
가 분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Best Buys”의 모든 중재
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중재 이
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향후 정책 결정자들, 
특별히 비전염성 질환과 관련한 정책이 많이 수립되지 않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책 수립의 한 근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향후 자료가 충분히 측정되었을 때, 패널분석 등과 같이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설계로 “Best Buys” 중재 이행 정
도가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의 질병부담 감
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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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cause globally 41 million 
deaths each year and most of them are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diabetes, and cancers. 
Tobacco use, the harmful use of alcohol, unhealthy diet and 
physical inactivity are factors that increase the risk of death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In order to prevent NCDs and reduce mortality from NCDs, 
various efforts were mad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GDs) 3.4, of which the 
objective is to reduce, by 2030, by one third the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establish the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n NCDs 
2013-2020. 
WHO identified a set of cost-effective interventions for its 
member countries, that is “Best Buys,” that are feasible with the 
health systems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LMICs) to 
prevent, control and monitor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s. 
Many researches were conducted on NCDs, but mostly about one 
non-communicable disease or one risk factor. However, until 
now, little is known about “Best Buys” intervent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ffect of the “Best Buys” 
interventions on the burden of four NCDs (cardiovascular 
diseases,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diabetes, and cancers) and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policy makers and decision makers.

 

Methods: To analyz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Best B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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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and the burden of four NCDs, this study opted for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s paper transcribed the WHO NCD progress monitor 2015 and 
2017 by attributing 1 point to fully achieved intervention, 0.5 
point to partially achieved intervention and 0 point to not 
achieved and others(document not available, don’t know, no data, 
not applicable and no response). For the dependent variables, 
prevalence and years lived with disability(YLDs) rates due to four 
NCDs from 2016 to 2019 were selected as the burden of four 
NCDs.

Result: In YLDs model, four NCDs YLDs rates were significantly 
(p<0.05) negatively related with the implementation score of the 
“Best Buys” interventions in 2015. When the implementation score 
of the “Best Buys” interventions in 2015 increased by one unit, 
four NCDs YLDs rates decreased by 20 YLDs rates in 2016 and 
22 YLDs rates in 2019. When the implementation score of the 
“Best Buys” interventions in 2017 increased by one unit, four 
NCDs YLDs rates decreased by 28 YLDs rates in 2018 and 2019. 
In prevalence model, four NCDs prevalenc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score of the “Best Buys” 
interventions but not significant at the p<0.05. 

Disccusion: The finding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the more “Best Buys” interventions are implemented, the greater 
the effect on the decrease in terms of four NCDs YLDs rates and 
that timely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four N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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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score 
of implementation of the “Best Buys” interventions affects the 
decrease in the rate of years lived with disability(YLDs) due to 
four noncommunicable diseases. The necessity of timely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s to prevent noncommunicable 
diseases is confirmed.

keywords : Noncommunicable diseases, “Best Buys”,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s, Burden of disease, Association 
between NCDs and YLDs, Association between NCDs and 
prevalence 
Student Number : 2019-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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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선행연구 검색에 이용된 검색어

("noncommunicable diseases"[MeSH] OR "non-communicable 
disease*"[TIAB] OR "Cardiovascular Diseases"[MeSH] OR 
cancer[TIAB] OR diabetes[TIAB] OR "respiratory diseases"[TIAB]) 
AND ("best buy"[TIAB] OR "best buy intervention*"[TIAB])

("best buy*"[TIAB]) AND ("burden of disease*"[TIAB] OR 
prevalence[TIAB] OR "years lived with disability"[TIAB]) AND 
("noncommunicable disease*"[TIAB] OR "non-communicable 
disease*"[TI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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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plasms

Lip and oral cavity cancer Ovarian cancer

Nasopharynx cancer Prostate cancer

Other pharynx cancer Testicular cancer

Esophageal cancer Kidney cancer

Stomach cancer Bladder cancer

Colon and rectum cancer Brain and central nervous system cancer

Liver cancer Thyroid cancer

Liver cancer due to hepatitis B Mesothelioma

Liver cancer due to hepatitis C Hodgkin lymphoma

Liver cancer due to alcohol use Non-Hodgkin lymphoma

Liver cancer due to NASH Multiple myeloma

Liver cancer due to other causes Leukemia

Gallbladder and biliary tract cancer Non-melanoma skin cancer (squamous-cell carcinoma)

Pancreatic cancer Non-melanoma skin cancer (basal-cell carcinoma)

Larynx cancer Breast cancer

Tracheal, bronchus, and lung cancer Cervical cancer

Malignant skin melanoma Uterine cancer

Non-melanoma skin cancer

[부록 2] 주요 네 가지 비전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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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lobal Burden of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2020).

Cardiovascular diseases

Rheumatic heart disease Non-rheumatic degenerative mitral valve disease

Ischemic heart disease Other non-rheumatic valve diseases

Stroke Cardiomyopathy and myocarditis

Ischemic stroke Myocarditis

Intracerebral hemorrhage Alcoholic cardiomyopathy

Subarachnoid hemorrhage Other cardiomyopathy

Hypertensive heart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Non-rheumatic valvular heart disease Non-rheumatic calcific aortic valve disease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al workers pneumoconiosis

Pneumoconiosis Other pneumoconiosis

Silicosis Asthma

Asbestosis Interstitial lung disease and pulmonary sarcoidosis

Other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Diabetes mellitus

Diabetes mellitus type 1 Diabetes mellitus type 2



- 47 -

[부록 3] 주요 변수 간 산점도 -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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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요 변수 간 산점도 – 장애에 따른 건강년수 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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