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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s requiring hemodialysis in Korea. But,
national system for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hemodialysis has not been
implemented.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independently started a
project of dialysis specialist and dialysis facility accreditation. In addition,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is planning to legislate the management of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s and set up an public agency for evaluating
hemodialysis management. In this paper, I’d like to introduce diverse efforts of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to ensure safety of hemodialysis patients and
quality control of hemodialysis facilities.

Received: August 23, 2021
Accepted after revision: September 9, 2021

Keywords: Hemodialysis; Safety; Quality; End-stage renal disease

서 론
우리나라 투석환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9년 말기 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 명을 초과하였고, 이 중 75.1%
에 해당하는 8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그림 1) [1].
투석환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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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석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혈액투석실 및 혈액투석기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2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투석 치료에 소요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투석환
자와 투석실에 대한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제도화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
서는 우리나라 말기신부전환자의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대한신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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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외 혈액투석실 의사자격조건

가 혈액투석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국가

노력해왔던 정책들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

미국

고자 한다.

독일

혈액투석실 의료진 자격기준 마련

홍콩
싱가포르

선진국에서는 신장전문의만이 혈액투석실을 운

대만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1). 미국의 경우 내과

일본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12개월 이상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실 의료진 자격조건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12개월 이상의 투석실
임상경험
신장내과 의사만 투석처방 가능

신장내과 의사만 투석실 운영 가능

의협에 등록된 신장 전문의, 1년 이상의 투석실
진료경험
혈액투석 전문의

투석전문의제도, 투석학회 주관

서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하며, 독일과 홍콩의 경우
신장전문의만 투석 처방 또는 혈액투석실 운영이 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

능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의협에 등록된 신장전문의

가원(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로서 1년 이상의 투석실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혈액투석실에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대만과 일본에서는 투석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

비율은 평균 75%로 인공신장실 4곳 중 1곳은 투석전

고 투석학회가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들마다

문의가 없다[2].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과

이렇게 투석전문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한 이유는

요양병원의 투석전문 의료진 비율은 각각 52.3%와

투석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39.7%로 평균값 보다 현저히 낮다. 투석실에 투석전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1999년부터 투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투석실의 의료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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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환자의 투석 및 이식현황. 자료: Hong YA, et al. Kidney Res Clin Pract. 2021;40(1):52-61 [1].
HD, hemodialysis; KT, kidney transplantation; PD, peritoneal 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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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문의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1,311명의 투석전문

있다(표 2). 한편,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실 개설은

의가 혈액투석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투석전문의 자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다. 즉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격은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투석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의사가 아닌 자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에게 부여하며 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는 자(사무장)가 의사

정 교육을 수료해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3]. 그

를 고용하여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혈액투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투석실 의료진 자격기준

석실 간의 과열 경쟁, 기준 미달의 혈액투석실 난립

은 필수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수준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되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4]. 이러

대한신장학회는 투석전문의제도가 법제화되기를 기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대하고 있다.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자

2009년부터 혈액투석실 인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투석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9월 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준 전국적으로 267개 기관이 본 학회의 인증을 획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투석 실시 병원의 35% 정

혈액투석실 인증제 도입

도가 인증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65%는 여전히 인
증 제도권 밖에 있다. 그 이유는 학회 차원의 자율적

혈액투석기 및 투석 설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

인 인증사업만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되는 고도의 정밀성과 생물학적 멸균성을 필요로 하

투석 치료기관이 투석실의 표준기준을 준수하도

는 장비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

록 하려면 혈액투석실 인증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및 인력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

혈액투석실 인증제도의 법제화에는 인력, 시설 운영

한 유럽연합, 영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혈액투석과

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관련하여 혈액투석실의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법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환경과 환

률,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인증의 형태로 혈액

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켜야

투석실의 안정성과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할 것이다.

표 2. 국외 혈액투석실 질 관리
구분
미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관련 지침/법규

ᆞ42 CFR Part 488, 494
ᆞState guideline

투석실 설립
허가/인증

인력기준

장비기준

○

○

Act

허가

○

○

홍콩의대와 병원관리국 인증기준

인증

○

○

보건복지부 지침

SOP(대만신장학회와 보건당국)
투석학회 지침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허가
인증
-

○

○

○

투석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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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치료 평가기관 설립

전성과 질 평가를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전문

해외 다수 국가들에서는 법적인 형태 또는 인증

적인 인력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특

제도로써 투석기기 및 설비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히 특별한 감독이나 규제가 없고 인증제도가 법제화

더 나아가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하여 투석 치

되지 않은 우리나라 혈액투석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료의 질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실제 평가 결과는

인 평가를 내리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대

수가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의 질

한신장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신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

장학회, 대한투석협회 등을 망라한 투석치료관리원

의 지표로는 혈액투석 전문의, 경력 간호사, 의사 및

(가칭)을 설립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건수 등 인력 관련 지표

로 혈액투석실 및 투석 치료의 질을 관리·감독하는

와 혈액투석실 내 응급 장비 보유여부 및 B형 간염

보건환경의 조성을 제안한다(그림 2). 구체적으로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보유 대수 충족 여부, 혈액

투석치료관리원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보건복

투석환자의 혈액투석 적절도와 동정맥루 혈관 관리

지부는 투석실 개설, 투석실의 시설 및 장비의 적합

등이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혈액투석 적정성

성평가, 심사평가원과 대한신장학회는 투석치료의

평가 사업을 통해 혈액투석의 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질 평가 및 투석실 인증,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협회는 투석환자의 등록사업을 주관한다. 궁극적으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질 평가는 서류작업

로 투석치료관리원은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석환자들의 의료 환경

투석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정기

말기신부전 관리법안의 필요성

간 동안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기
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혈액투석환자의 관리의
두 가지 축은 안전하게 투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조

우리나라에서는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성과 투석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혈액투석실의 안

몇 가지 질환에 대한 관리 법안이 있다. 이제 국가가

투석치료관리원(가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신장학회

정기적 · 포괄적 혈액투석평가

의료 수가 및 정책에 반영

혈액투석의 안전성과 질 향상

그림 2. 투석치료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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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인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빠른

대한신장학회는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체계

시기에 말기신부전 환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지기를 바라며 말기신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더하

투석환자 등록제, 혈액투석실 국가 인증제, 투석환

고 향상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

자 진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콩팥병

갈 것이다.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지원하였

ORCID

으나 유감스럽게도 20대 국회 종료로 실현되지 못했
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으로
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말기신부전 관리법안”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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