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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폐암은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 및 높은 진료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와 의료의 질 변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암 의료의 구조와 

과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폐암으로 처음 진단받고 2011년에 입원 치료한 수도권 

13개 병원의 6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 3월1일~9월30일에 

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폐암 적정성 예비평가 자료를 2차적으로 

이용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Donabedian(1988)의 의료의 구조-과정-

결과 체계 모형을 토대로 의료 구조와 과정이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료 구조는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병기, 

동반상병 지수, 기관 종별,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으로 

구성하였다. 의료 과정은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로 하고, 의료 결과는 

원내 사망, 1년 생존,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EG 5.1을 이용하여 Poisson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구조는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으로, 특히, 기관 규모가 클수록,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024).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 그리고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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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47%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낮았으며(p<.001), 50대가 80세 이상에 비해 

재원일수가 16% 짧았다. 또한 동반상병 지수가 커질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커지고(p=.021), 재원일수가 증가하였다(p=.024). 

병기가 진전될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p<.001).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재원일수가 18% 짧고, 550~799병상 

규모가 1,500병상 이상에 비해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43% 낮았으며, 

간호등급이 높은 경우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p<.05). 

또한,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낮아지고(p<.001),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20, .041). 

결론적으로,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는 의료 구조와 의료 과정의 

질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어려운 환자 및 기관 특성은 

제외하고 중재로 변화 가능한 폐암 의료 과정의 질을 높이고, 적정 

간호사 인력수준을 확보하는 정책적 지지를 유지·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정책 우선순위를 이미 발생한 폐암 치료 중심에서 폐암 

조기발견과 금연 교육 등의 폐암 예방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고려하고 비급여 

의료비용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폐암, 의료의 질, 의료 결과, 의료 과정 

학  번 :  2003-3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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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폐암은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2만명이 폐암으로 새로 진단받고 

있으며, 폐암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1.5명으로 암 발생률 4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7

명으로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폐암

은 5년 생존율에 있어서도 19.0%로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보

건복지부, 2012). 국내의 경우 이러한 폐암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2,890억 원으로 암 진료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의료계뿐 아

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매우 크다. 

폐암은 조기발견이 비교적 어려운 암으로서 진단 당시 병기가 진전

된 경우가 많아 수술 가능한 대상자는 25% 미만이다(대한폐암학회, 

2010; Jung et al., 2013). 따라서 다른 암과 달리 항암화학요법 및 방

사선치료 등의 비중이 매우 큰 질환이라서,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더

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의 폐암 의료의 질 평가연구(김묘

경과 박나영,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율은 

55.0%에 불과하고, 방사선치료 과정 중의 부작용 평가율도 49.4%로 낮

은 수준이다. 항암제 부작용 평가율 또한 81.4%로 환자 상태 사정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암화학요법 기록 비율도 61.3%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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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충실성이 부실하였다. 또한 의료 과정 지표의 절반에서 기관 

간 5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등 폐암 환자의 의료의 질에 변이가 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폐암 환자를 위한 의료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의 질에도 차이가 큼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폐암 환자를 위한 의료의 질

을 제대로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Ouwens et al., 2007). 국내에서도 폐암 의료의 질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김묘경과 박나영, 2012) 2013년부터는 이에 대한 평가

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의 질이란 의료서비스가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고 현재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는 정도(Lohr, 1991)로, Donabedian (1966)이 제시한 구

조-과정-결과 체계에 의해 평가된다. Donabedian (1966)은 구조란 의

료 시설 및 장비, 의료인력의 구성을 의미하며, 과정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로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이 포함되고, 

결과는 의료로 인한 환자의 건강 상태라고 하였다. Donabedian (1988)

과 Mainz (2003a)는 의료 결과는 제공된 의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기관의 구조·조직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과 성이 있으며(Rich et al., 2011; Wisnivesky & Halm, 

2007), 환자의 임상적 특성으로는 동반상병(Charlson, Pompei, Ales, 

& MacKenzie, 1987), 병기(Fry, Phillips, & Menck, 1999) 등이 있다. 

기관 특성으로는 기관의 진료량(Birkmeyer, Sun, Wong, & Stukel, 

2007)이 있으나, 외과적 수술량의 의료 결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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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의 원내 사망(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재원일수(Needleman, Buerhaus, 

Mattke, Stewart, & Zelevinsky, 2002), 의료비(Thungjaroenkul, 

Cummings, & Embleton, 2007) 등 의료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많으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 환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의료 결과 관련 연구는 

주로 환자 특성과 의료 결과의 관계(김세원 등, 2009; 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3; Seo et al., 2010), 수술 진료량과 결과의 관계(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08)를 분석한 연구였고, 의료 구조와 과정을 모두 포

괄하여 폐암 의료 결과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

의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에 관한 연구는 특정한 폐암 환자 집단으로 한

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술한 폐암 환자(Bilimoria et al., 2008; 

Birkmeyer et al., 2007; Finlayson, Goodney, & Birkmeyer, 2003)이

거나 수술한 비소세포폐암 환자(김세원 등, 2009; Fujisawa et al., 1999; 

Seo et al., 2010), 또는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비소세포폐암 환자(Rich 

et al., 2011)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폐암 의료의 질 평

가 대상은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의 의료기관을 포함하므로(김묘경과 박나영, 2012) 수술 환자를 포함하

여 모든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 등의 의

료 구조뿐만이 아니라 의료 과정을 포함하여,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

암을 포괄한 모든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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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의료의 질과 의

료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과 의료 결과 향상을 위해 개선 가능한 요인을 밝혀내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암 환자에서 의료의 구조, 과정 및 결과의 관계

를 밝히고,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료 결과

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함이다. 

3. 용어의 정의  

1) 의료 구조 

의료 구조란 의료가 제공되는 환경(Donabedian, 1966)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을 의미한다. 

(1) 환자 특성 

환자 특성이란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의료보장형태, 동반상병 지수, 병기로 

나타낸다. 

① 동반상병 지수(comorbidity index) 

동반상병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에서 주상병이나 주진단과는 



５ 

 

별개로 공존하고 있는 의학적인 상태이다(Iezzoni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Charlson 등(1987)이 개발한 동반상병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사용한다. ICD-10 코드 여부에 따라 질병별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동반상병 지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질병부담이 높고 중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부록 5). 

② 병기(stage)  

폐암의 병기는 1997년에 개정된 TNM 폐암 국제 병기에 의해 

원위부 전이가 안 된 I기부터 III기까지는 종양,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각 단계마다 a, b로 나누고, 원위부 전이가 된 IV기를 포함하여 

7단계로 구분되며, 소세포폐암의 경우에는 TNM 병기와 별도로 근치적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제한병기와 확장병기의 2단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대한폐암학회, 2010).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의 

병기는 a, b 구분 없이 I기, II기, III기, IV기의 4단계, 소세포폐암의 

병기는 제한병기와 확장병기의 2단계로 정의하였다. 

(2) 기관 특성 

기관 특성이란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물리적, 인적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 종별,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 

등급으로 나타낸다. 

① 기관 종별(type of institution) 

기관 종별은 의료법 3조에 따른 기관의 종류로 본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하였다. 

② 기관 규모(hospit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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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기관 규모는 의료 기관의 일반병동 병상수를 의미하다. 

③  폐암 진료량(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진료량은 환자를 진료한 건수로, 대체로 의사나 의료기관의 

시술이나 수술 건수로 사용되어 왔다(Birkmeyer, Sun, Goldfaden, 

Birkmeyer, & Stukel, 2006). 본 연구에서 폐암 진료량은 기관의 폐암 

수술이나 시술 건수만이 아니라 기관의 2011년 연간 내·외과적 폐암 

입원환자 진료 건수를 의미한다. 

④  간호등급(nurse staffing grade) 

간호등급은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으로, 기관종별에 따라 등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06). 본 연구에서는 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0 

미만은 1등급, 2.5병상 미만은 2등급, 3.0미만은 3등급, 3.5미만은 

4등급을 의미한다.  

2) 의료 과정 

의료 과정은 실제적으로 제공된 의료(Donabedian, 1966)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 과정의 질(quality of process of care)을 의미한다.  

의료 과정의 질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과정의 적절성을 

의미한다(Higashi, 2010).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2년 다학제적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폐암 적정성 예비평가 

질 지표 중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과정 

등 4개 의료영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26개 지표(부록3 참조)로 평가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폐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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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의료 결과  

의료 결과는 의료로 인한 환자 결과(Donabedian, 1966)로서, 본 

연구에서는 원내 사망, 1년 생존,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의하였다.  

① 원내 사망은 입원 이후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1년 생존은 1년 이내 사망 여부를 의미한다. 생존은 폐암 

진단일로부터 사망일 또는 마지막 사망여부 확인일(2012년 8월 

1일)까지 기간으로 결정되며, 생존기간은 생존일수(days)로 산출하였다. 

2012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도 생존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ed)으로 구분하였다.  

③ 재원일수는 대상자가 2011년도 해당 기간에 대상 기관에 

폐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총 입원일수를 의미한다. 

④ 요양급여비용은 대상자가 2011년도 해당 기간에 폐암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 비용으로 대상 기관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한 총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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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의료의 질과 의료 결과 

의료(care)는 의료 체계와 그 체계 내에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제공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다(Campbell, Roland, & 

Buetow, 2000). Donabedian (1966)은 의료를 구조, 과정, 결과로 

이루어진 체계 기반의 개념 틀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의료의 질을 

정의하는 기초로도 사용되어 왔다(Steffen, 1988). 

Donabedian (1966, 1988)은 의료의 구조는 의료가 제공되는 

환경으로, 의료장비, 건물 등의 물질적 자원과 의료인력 자원 및 

서비스가 조직화되는 방식 등을 포함하며, 의료 과정은 제공된 실제적인 

의료라고 하였다. Donabedian (1988)은 의료 과정에는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의료의 측면과 의료제공자와 의료이용자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의료 과정은 의료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Higashi (2010)도 적절하게 교육 

받은 전문인력의 구비, 환자 대비 적정 의료인력의 비율, 최신 장비의 

구비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면 의료 과정이 

좋을 확률이 커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Donabedian (1988)은 의료의 

구조와 과정 사이의 관계가 약하여 환경적 여건이 의료 과정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의료 결과는 제공된 의료의 결과로, 사망, 합병증, 행동의 변화 등 

의료로 인한 환자 건강상태의 변화를 말한다(Donabedi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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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z(2003a)는 결과를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로 나누었는데, 중간 

결과에는 해당 질병의 혈액검사결과 등이 해당되며, 최종 결과에는 

사망률, 이환율, 기능상태, 건강상태 측정, 작업 상태, 삶의 질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Donabedian(1966)은 중간 결과는 최종 

결과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Lohr(1988)는 결과를 시의 적절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인 ‘5D’로도 표현하였는데, 사망(death), 증상이나 

신체적 징후 및 비정상적인 검사결과인 질병(disease), 통증이나 오심 

및 호흡곤란 등의 불편감(discomfort), 가정, 직장 및 여가관련 활동 

능력의 장애(disability), 질병과 진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불만족(dissatisfaction)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암환자 결과는 주로 5년 

생존으로 측정한다(Higashi, 2010). 이러한 의료 결과는 제공된 의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기관의 구조 

및 조직 등 다양한 요인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Donabedian, 

1988; Mainz, 2003a). 따라서 대상자 간, 기관 간 또는 기간별 의료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보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Donabedian, 1988; Higashi, 2010; Mainz, 2003a). 

의료의 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Institute of Medicine 

(Lohr, 1991)은 의료서비스가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고 현재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료의 질이라 하였다. 의료의 질은 평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따라 “기술적인 의료의 질”과 “대인관계의 질”로 

나뉘어지기도 한다(Donabedian, 1988). Institute of Medicine 

(2001)은 의료의 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21세기 의료체계를 

제시하면서 의료의 질을 효과성, 효율성, 시의적절성, 형평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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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안전성 등 6개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Bengoa et al., 2006)는 시의적절성 대신 접근성을 

포함한 6개 차원으로 의료의 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의료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이고, 낭비를 줄여 효율적이며, 시의 적절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무관하게 형평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의 선호와 문화를 존중하여 환자중심적이어야 하며, 

환자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료의 질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평가한다(Brook, McGlynn, & Cleary, 1996; Donabedian, 

1988). Higashi (2010)는 구조적 질은 전문인력 수, 직원 대 환자 비, 

최신 기술장비의 구비 등의 조직적, 시설적 질을 말하며, 과정의 질은 

투약의 적절성, 치료의 선택, 추후관리 등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적절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Higashi는 결과 측정은 의료의 

결과로 환자에게 나타난 것을 조사하여 환자가 받은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술 후 사망, 퇴원 후 재입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Donabedian (1988)은 질 평가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접근은 

의료 구조가 좋으면 더 나은 의료 과정을 가질 확률이 증가되고, 의료 

과정이 좋으면 의료 결과가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Donabedian은 질 평가 자체가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의 질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료의 구조와 과정, 

과정과 결과 사이에 타당한 관련성이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제시하였다. 

Campbell 등(2000)은 의료의 질 평가 목적이 의료계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면 과정 지표가 결과 지표보다 의료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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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에 더 좋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과정은 결과보다 측정이 

용이하고, 의료전문가의 조절이 가능하며, 빠르게 변화 가능하지만, 

결과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과정의 변화를 요하며, 

의료 전문가의 통제가 불가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Brook 등(1996)은 적절히 이용되면 과정과 결과 모두 

의료의 질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주지만, 의료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번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과정 

자료가 결과 자료보다 더 민감한 척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료의 질은 의료 평가 체계 모형에 기반하여 적절한 

인적, 물적 관리를 통해 적절한 의료 과정을 수행하는지,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로 평가되며, 의료 결과는 의료 

구조와 의료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 

폐암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암 관련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측정하여 의료 변이를 감소시키고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Ouwens et al., 2007).  

Mainz (2003b)는 다학제적 전문가 팀을 조직하여 폐암 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지침을 준수하여 진단 및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2013)에서 매년 갱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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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ncology Practice Initiative 질 지표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적정 의료에 대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2011)는 대중 인식도, 흉부 X선 검진 의뢰, 전문가 평가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한 15개 영역에서의 폐암 의료의 구조, 과정, 

결과를 평가하고, 덴마크의 Danish National Indicator Project 

(Ministry of health, 2002)는 폐암 사망률, 생존율, 수술률, 진단 및 

치료대기시간 등 의료 결과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National Cancer Center (2011)의 폐암 질 지표는 검사 치료 전 흉부 

CT 검사 시행, 백금제제를 포함한 2제 병용 요법 등 의료의 과정만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대장암 평가를 시작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2012년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구조, 과정, 결과를 평가하는 

폐암 의료 적정성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2013년부터 평가가 

시작되었다(김묘경과 박나영, 2012). 

통계청(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사망률에는 지역별 편차가 

있다. 충북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21명으로 가장 낮다. 이는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생활습관이나 지역간 흡연율, 환경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준 결과일 수도 있다. 2012년 우리나라 폐암 적정성 

예비평가 결과에서 의료기관 간에 의료의 질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묘경과 박나영, 2012), 수도권 병원만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간 편차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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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의료의 결과 지표로 생존율, 수술 후 생존율, 수술 

사망률, 환자 통증, 환자경험, 합병증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진료 대기시간 및 치료 대기시간이 포함되기도 

하였다(Tanvetyanon, 2009). 덴마크에서는 2003년부터 의료의 

결과지표로 진단 후 1년 생존율, 진단 후 2년 생존율, 수술 후 30일 

생존율, 수술 후 1년 생존율, 그리고 수술 후 2년 생존율을 평가(Mainz, 

Hansen, Palshof, & Bartels, 2009)하였고, 폐암 생존율의 평가 

기준으로 진단 후 1년 생존율 30% 이상, 2년 생존율 15% 이상, 5년 

생존율 10% 이상이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수술 30일후 생존율 평가 

기준은 95% 이상, 수술 1년 후 생존율 60% 이상, 수술 2년 후 생존율 

55% 이상, 수술 5년 후 생존율 40%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덴마크에서는 수술 후 2년 

생존율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생존율 향상을 보고하였다(Mainz et al., 

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은 폐암 수술의 진료량에 따른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병원 내 사망, 수술 사망, 퇴원 7일 이내 사망 등의 

단기사망률을 살펴본 바 있다.  

우리나라 폐암 적정성 예비평가에서는 피 평가기관의 자료제출 

부담 경감 및 행정자료의 활용 등 평가의 실행가능성 문제로 인해 의료 

결과 지표로 환자만족도, 환자경험, 합병증, 증상 관리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기관의 평균 입원일수(lengthiness index), 평균 

입원비(costliness index)와 더불어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과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률 등이 결과지표로 포함되었다(김묘경과 박나영, 

2012). 그러나 평가 결과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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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지 않은 재수술률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결과지표에서 제외되었다(김묘경과 박나영, 2012).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 개개인이므로 기관의 평균 입원일수나 

평균 입원비 대신 환자 개개인의 연간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을 

사용하였다. 다만, 연구 자료가 폐암 진단받은 이후부터 1년간이 아니라 

2011년도의 총 입원기간과 요양급여비용을 보는 것으로, 대상자로 

포함된 시점이 각기 다른 환자의 요양급여비용과 재원일수의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 결과로 폐암 의료의 단기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 원내 사망, 중장기 결과인 1년 생존, 그리고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3.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 영향요인 

폐암 환자 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학 기술의 발달과 치료법의 

발전만이 폐암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과정을 포함하여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구조에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환자의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임상적 특성으로 동반상병, 병기, 기관의 물리적 

특성으로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그리고 기관의 인적 특성으로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이 있다. 

1) 환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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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구체적인 폐암 대상은 다르나 폐암 환자의 생존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1년 이상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ujisawa et al., 1999; Jung et al., 2012; Nordquist, 

Simon, Cantor, Alberts, & Bepler, 2004; Rich et al., 2011; 

Wisnivesky & Halm, 2007). Fujisawa 등(1999)은 I기 

비소세포폐암에서 남성의 사망위험이 여성보다 1.6배 높다고 

보고하였고, Jung 등(2012)은 우리나라 75세 이하의 암환자 5년 

생존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생존율이 높다고 하였다. Nordquist 

등(2004)은 선암형 폐암 환자에서 남성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1.26배 

낮다고 하였으며, Rich 등(2011)은 영국 폐암 감시 자료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여성의 사망 위험이 남성보다 10% 낮다고 보고 

하였다. Wisnivesky와 Halm 등(2007)은 미국의 65세 이상의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존율 연구에서 여성이 치료 유형에 무관하게 

남성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Yasunaga, Hashimoto, Horiguchi, Miyata와 Matsuda 

(2012)는 폐암 수술 환자의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원내 

사망률(failure-to-rescue)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은 폐암 수술후 30일 사망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2.86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성별 재원기간에 있어서, Wright 등(2008)은 남성 폐암 수술 

환자의 재원기간 지연이 여성에 비해 1.45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성별 

요양급여비용의 유의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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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폐암 환자의 생존은 연령별 차이가 있어서, 고령일수록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Fujisawa et al., 

1999; Jung et al., 2012; Rich et al., 2011; Tammemagi, Neslund-

Dudas, Simoff, & Kvale, 2004).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 연구 

(Wisnivesky, & Halm, 2007)도 있으나 이는 미국의 I~II기 폐암 환자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한편, 재원일수에 있어서는 Wright 등(2008)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원기간 지연이 1.3배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김세원 등(2009)과 

Kuwabara 등(2009)은 65세 이상인 폐암 환자가 65세 미만에 비해, 

McDevitt 등(2013)은 75세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수술 환자가 75세 

미만에 비해 재원일수가 더 길어지는 것으로 각각 보고하였다. 

(3) 의료보장 형태 

의료보장 형태가 폐암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Wisnivesky & Halm,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2008)에서 폐암 환자에서 의료급여 

환자보다 건강보험 환자의 수술 후 30일 사망률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Wisnivesky와 Halm (2007)은 

5년 상대생존율이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보다 손해보험 

보상인 경우 남녀 모두에서 더 높았으나 의료보장 형태별 생존율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 환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의 질이 영향을 받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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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의료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는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보장 형태는 의료의 형평성, 

접근성과도 관련된 변수로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동반상병 지수 

동반상병은 대상 질환의 진단 시점에 이미 공존하는 만성질환으로, 

입원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는 차이가 있다(김세원 등, 200). 동반상병을 

측정하는 도구에는 Cumulative Illness Ratio Scale (CIRS), Index of 

Co-Existent Disease (ICED), Kaplan-Feinstein Scale 및 

Elixhauser Index 등이 있으나(김세원 등, 2009), Charlson 

등(1987)에 의해 개발된 동반상병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동반상병은 폐암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예측 

인자의 하나로, 동반상병 지수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김세원 등, 2009; Rich et al., 

2011; Seo et al., 2010; Tammemagi et al., 2004; Wisnivesky & 

Halm, 2007).  

한편, 김세원 등(2009)은 우리나라 폐암 수술 환자에서 동반상병 

지수가 0인 경우에 비해 1인 경우 재원일수가 1.07배 증가한다고 

하였고, McDevitt 등(2013)은 아일랜드의 수술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반상병 지수가 2이상인 경우, Kuwabara 등(2009)은 일본 

폐암 환자 연구에서 동반상병 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어짐을 각각 보고하였다.  

폐암 대상은 아니지만 동반상병 지수가 의료비에 영향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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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Shwartz, Iezzoni, Moskowitz, Ash, & Sawitz, 1996)가 있으나, 

Seo 등(2010)은 동반상병 지수가 폐암 수술 환자의 의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반상병 지수가 재원일수와 의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5) 병기 

여러 연구에서 병기가 폐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선, 병기에 따른 폐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에서 

Mountain (1997)은 병기 IA기인 경우 61%, IB기는 38%, IIA기는 

34%, IIB기는 22~24%, IIIA기는 9~13%, IIIB는 3~7%, 그리고 

IV기는 1%로 예측하였다. van Rens, de la Riviere, Elbers와 van Den 

Bosch (2000)는 수술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병기 IA기에 63%, IB기에 

46%, IIA기에 52%, IIB기에 33%, 그리고 IIIA기에 19%임을 

보고하였다. Jung 등(2013)은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진단시 병기가 국소병기(localized)일 때 46.3%, 광범위 

병기(regional)일 때 27.2%, 전이된 병기(distant)일 때 4.8%라고 

하였다. Fry 등(1999)은 미국 병원의 10년간의 폐암 치료와 생존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병기가 5년 및 10년 생존율의 결정 인자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병기가 1기일 때 가장 생존율이 좋다고 

하였다. Nordquist 등(2004)은 병기가 진전될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외 다른 연구들도 병기 진전에 따른 폐암 

환자의 사망 위험 증가를 지지하였다(Rich et al., 2011; Tammemagi et 

al., 2004; Wisnivesky & Hal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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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원일수에 있어서는 Seo 등(2010)은 병기가 III기인 경우 

I기에 비해 1.15배 길다고 하였고, Kuwabara 등(2009)은 병기가 

진전될수록 재원일수가 길어진다고 하였다.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는 

Seo 등(2010)은 병기가 III기인 경우 I기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이 

1.15배 높다고 보고 하였고, Shin 등(2012)은 폐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6대암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 분석 연구에서 폐암의 경우 진단시 

병기가 광역적(localized) 병기일 때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이된(distant) 병기, 국소적(localized) 병기의 순으로 의료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Kuwabara 등(2009)는 암 병기가 진전될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환자의 전신상태(Rich 등, 2011), 흡연상태(Fujisawa et 

al., 1999; Nordquist et al., 2004; Tammemagi et al., 2004), 환자의 

치료 수용도(Mainz, 2003a) 등이 폐암 환자의 생존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흡연 상태는 폐암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 악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년간 금연한 

비소세포폐암 여성에서 생존율이 향상(Ebbert et al., 2005)되었으며, 

I기로 수술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전 30갑 이상 흡연한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4배(Fujisawa et al., 1999),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의 사망 위험도가 1.3배 증가(Nordquist 

et al., 2004; Tammemagi et al., 2004)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치료를 수용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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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으로 이용하므로, 환자 순응도는 포함하지 못했으며, 환자의 전신 

상태는 조사 대상 의무기록의 50% 이상이 기록 미비였고, 흡연상태의 

경우도 결측치로 인해 결과 해석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어 변수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폐암 환자 의료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동반상병, 병기 등을 

환자 특성에 포함시켰다. 

 

2) 기관 특성 

(1) 기관의 물리적 특성(기관 종별, 기관 규모) 

Donabedian (1978)은 의료의 질과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병원 자체’로, 도시 지역의 대학병원이고, 규모가 큰 병원의 

의료의 질이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기관의 특성이 폐암 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의 

보고에 따르면, 폐암 수술 환자에서 기관 종별이 상급종합병원이고, 

수련병원이며, 대도시 소재인 경우, 그리고 기관 규모가 1,000병상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30일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Rich et al., 2011)에서는 수술 센터 유무 

이외에는 기관의 특성이 폐암 수술 사망률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다.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따라 폐암 의료의 질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료의 형평성 및 의료체계의 큰 틀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과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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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암 진료량 

진료량과 의료 결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Bilimoria 

등(2008)과 Birkmeyer 등(2007)은 수술 진료량이 많은 기관이 

진료량이 적은 기관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Bilimoria 

et al., 2008; Birkmeyer et al., 2007). 또한, 수술 진료량은 수술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어 폐암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폐암 환자 

수술 사망율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Bilimoria et al., 2008; Birkmeyer et al., 2006; Finlayson et al., 

2003). 한편, 수술 진료량이 많은 기관이 진료량이 적은 기관보다 

재원기간과 의료비가 낮다고 한 연구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가 있는 반면, 암 수술 진료량이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oodney, Stukel, Lucas, Finlayson, & 

Birkmeyer, 200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수술 환자를 포함한 모든 폐암 환자이므로 

병원의 수술량을 포함한 기관의 전체 폐암 진료량을 변수에 포함시켜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폐암 진료량에는 

수술 환자보다 간호사의 투약, 간호처치 등 간호 활동량이 많이 

요구되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환자가 더 높은 비율로 포함되므로 

간접적으로 간호량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간호등급(간호사 확보수준) 

간호등급은 의료보험법 제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 1999)”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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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의료기관 

종별로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 1등급은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0 

미만이며, 이후 간호사 1인당 0.5병상씩 증가하며, 종합병원과 병원 

1등급은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5 미만이며, 이후 간호사 1인당 

0.5병상씩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06). 이는 입원 환자 의료의 질 

향상을 유지하여 환자가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이다(김종경과 박성애, 2003). 즉, 간호등급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정적 인센티브(조성현, 전경자, 김윤미, 박보현, 2006)의 

하나로, 간호가 전체 의료의 질 향상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정옥 등, 2010). 

간호인력 수준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과 결과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Kane, 

Shamliyan, Mueller, Duval과 Wilt (2007)는 간호사 확보수준과 의료의 

질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병상 대비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직접간호 시간이 증가하고 합병증, 사망률 감소뿐만 아니라 재원기간이 

단축된다고 보고하였다. Needleman 등(2002)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시간이 많을수록 원내 사망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나 

재원기간이 단축되고,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과 소생실패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Cho, Ketefian, Barkauskas와 Smith (200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확보수준이 늘어나거나,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시간이 늘어나면 폐렴 

발생이 줄었으며, 합병증 발생은 재원기간과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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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사망률도 증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윤미, 조성현, 전경자, 

신순애와 김지윤(2012)은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수술 환자의 

원내 사망이 줄고, 낮을수록 폐렴과 패혈증이 늘어난다고 보고하였다. 

Thungjaroenkul 등(2007)도 간호사 확보수준의 의료비용과 

재원기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용과 재원기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Needleman 등(2002)을 제외한 여러 연구에서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 사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Aiken, et al., 2002; Aiken et 

al., 2012; Yasunaga et al., 2012). 즉 환자 대비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으면 간호사의 업무 부담 및 정신적 소진이 줄어 원내 사망 및 

소생실패, 수술 후 30일 사망률 등 환자 사망률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 간호사 인력 확보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폐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폐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확보수준이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종양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이 의료 

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민영(2008)과 

이유경(2011)은 종양 전문간호사의 서비스 이용이 암 환자의 만족도, 

건강관련 삶의 질, 증상 관리 등 암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후향적 의무기록조사에서는 폐암 환자의 

종양 전문간호사에 대한 이용 접근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병원에는 모두 종양 전문간호사를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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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폐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다분야의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보아 최선의 의료를 하기 위해 다학제적인 전문 인력 팀 구성이 

필요하다(Hermens et al., 2006).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2011)를 비롯한 여러 폐암 의료 질 평가 

연구(Hermens et al., 2006; Ouwens et al., 2007)에서 폐암 평가 

지표에 다학제적인 폐암 의료팀 구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폐암 적정성 평가지표에도 의료의 구조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병원 모두 다학제적인 폐암 전문 인력 구성이 되어 

있어 연구변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동반상병, 병기 

등의 환자 특성과 기관 종별, 기관의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 등의 

기관 특성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3) 의료 과정 

의료 과정은 제공된 실제적인 의료로, Donabedian (1988)은 의료 

과정이 좋으면 의료 결과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의료 과정의 질과 의료 결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Meehan 등(1997)은 폐렴 초기에서 의료 과정 성과가 높으면 입원 

30일 이내 사망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Honeyford, Baker, 

Bankart와 Jones (2013)는 영국의 울혈성 심질환자의 3년간의 

관찰연구를 통해 일차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을수록 울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Makdisse 등(20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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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진료지침 도입 이후 입원과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 차단제, 입원부터 경피적 

심동맥중재술까지의 시간(door-to-balloon time) 등 의료 과정 관련 

3개 임상 질 지표로 측정 시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의료 과정의 질이 

증가하면서 원내 사망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López-Cortés 

등(2013)도 포도상구균 질 관리 중재 프로그램 운영 후 의료 과정의 질 

개선으로 14일 사망률과 30일 사망률이 각각 53%, 46% 감소함을 

제시하며, 의료 과정의 질과 의료 결과의 관계를 지지하였다. Checkley 

등(2013)은 미국의 69개 중환자실의 구조 및 과정과 연간 사망률 

연구에서 일간 환자간호계획을 세우는 의료 과정을 가진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연간 중환자 사망률이 5.8% 낮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폐암 의료 과정의 질 평가는 진단적 펑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의 4개 의료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의료 과정 

평가 지표에는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요법 시행, 정기적인 항암제 투여 

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등 폐암 진료지침 

준수를 확인하는 효과성, 안전성, 시의 적절성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진단 및 치료 대기시간 관리 등 환자 중심적 지표가 

포함되었다(김묘경과 박나영, 2012). 이러한 의료 과정 평가지표들은 

전문가 패널 회의를 통해 폐암 의료 결과와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연관성이 논의되었다. 폐암 의료 과정 지표의 한 예로,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요법 시행”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존율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Wisnivesky 등(2011)은 폐암 수술을 받은 

고연령의 병기 II~IIIA기 환자에서 수술 후 백금제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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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igashi 

(2010)는 월 1회 이상의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및 흉부 

X선 검사 등의 정기적인 항암제 부작용 평가는 정기적인 항암제 투여 

시 환자 불편감 감소 등 환자 사후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폐암 의료 과정 평가에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의무 기록과 환자 사정(assessment) 관련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폐암 환자의 암 병기를 포함한 과거 흡연상태, 

전신상태(performance status), 치료 과정의 기록 등 기본적인 임상 

정보의 기록은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한 환자상태 사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은 

의료의 질의 한 측면을 대표한다(Brook et al., 1996)는 전제 하에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질 지표에 포함되고 있다. Higashi (2010)는 

충분한 기록은 의료전문가 간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경감시키고,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초래되는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주므로 기록도 질적인 의료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등도 위험군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해 항암제 투여 첫날 항구토제 투여는 구토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사후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사전 예방을 의미한다.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과정 중 오심, 구토, 설사, 피로감, 불편감 

등의 치료 부작용 평가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환자 사정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폐암 의료의 적정성 예비평가 

결과(김묘경과 박나영, 2012)에 따르면,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 



２７ 

 

방사선치료 과정 중의 부작용 평가, 항암제 부작용 평가 등 환자 상태 

사정이 잘 되지 않고 의무기록 기재가 부실하여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과정은 기관의 물리적, 인적 특성 등 의료 구조에 의해 

영향(Donabedian, 1988)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nabedian 

(1978)은 진료의사의 수가 적정해야 적절한 의료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 의사가 부족하면 

적정 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Aiken 등(2002)은 정규 

교육을 받은 면허 간호사의 수가 부족하면 간호업무 수행에 많은 부하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질적인 간호 수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Kane 등(2007)은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직접간호 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부작용 발생과 사망 감소로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중환자실과 외과 환자에서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ho 등(2009)은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의 질이 높게 자가 평가되었으며, Cho와 Yun 

(2009)은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욕창예방, 무균술의 

적용 등의 기본 간호 제공으로 합병증 예방을 하여 간호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인적 특성인 간호등급의 의료 과정의 

질에 대한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Birkmeyer 등(2006)은 고위험의 암 수술 진료량이 많은 

병원일수록 수술 전후 침습적 모니터링을 더 제공하는 경향은 있으나 

의료 과정이 진료량과 수술 사망률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Chien 등(2008)은 수술건수가 많은 병원의 진단적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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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정의 질 지표 일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폐암 

진료량이 의료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uwens 등(2007)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연구에서 진전된 

병기에서 의료 과정의 질이 낮고, 고연령 환자와 높은 동반상병 

지수에서 의료과정의 질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폐암 병기가 

진전된 군에서 진단 대기시간과 초기 치료 대기시간의 적절성이 초기 

병기에서보다 각각 2.7배, 2.8배로 높았으나 다학제적 폐암 의료팀과의 

상담률은 18% 낮았다고 하였다(Ouwens et al., 2007).  

환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 과정의 질이 영향을 받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의료보장형태에 의해 의료 과정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는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폐암환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김묘경과 김금순, 2013)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수술 이용이 건강보험환자의 수술 이용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의료 구조의 의료 과정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의료 구조의 의료 결과에 대한 매개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폐암 

환자에서 의료 과정의 질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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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Donabedian (1966)이 고안한 의료의 구조-과정-결과 체계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였다.  

Donabedian (1966)은 의료를 구조, 과정, 결과로 이루어진 체계 

기반의 개념틀로 제안하였다. Donabedian (1966)에 의하면, 의료의 

구조는 의료가 제공되는 환경으로 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물질적 

자원과 의료 인력의 수 등의 인적 자원, 그리고 서비스가 조직화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의료 과정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의료 행위로 

의료인의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 결과는 의료로 

인한 환자 건강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Donabedian (1988)은 의료 

구조가 좋으면 의료 과정이 좋아질 확률이 증가되고, 의료 과정이 

좋으면 의료결과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구조 및 의료 과정과 의료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의료 구조인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이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과정이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의료 구조 중 환자 특성으로는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병기, 동반상병 지수 등의 임상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의료 구조 중 기관 특성으로는 기관 종별, 기관 규모 등의 물리적 

특성과, 폐암 진료량과 간호등급 등의 인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의료 

과정인 의료 과정의 질은 4개 세부 영역인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성, 



３０ 

 

수술,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치료 과정의 질 등으로 구성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의료 결과인 

원내 사망, 1년 생존,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즉,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병기 및 동반상병 지수 등의 환자 

특성은 의료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의료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만, 환자 특성 중 성, 연령의 의료 

과정에 대한 영향은 연구적 의의가 적으므로 보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기관 종별,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 등의 기관 특성 역시 의료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의료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과정은 의료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1.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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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폐암 환자에서 의료 

구조와 과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0년 6월 1월 이후 원발성 폐암으로 

처음 진단받은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자가 2012년 3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참여하여 실시한 폐암 

평가체계 개발 연구의 의무기록조사 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자료 

및 안전행정부에서 확인한 환자 사망 여부 자료이다. 대상병원의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청구자료 및 

안전행정부에서 확인한 환자 사망 여부 자료평가원이 인터넷상에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원발성 폐암(C34)으로 2011년 1월~12월 사이 

입원하여 수술,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TNM 병기 1~IV기이고 

5년 이내 새로 진단받은 다른 원발성 암 상병이 없는 환자로 정하였다. 

대상기관은 연 30건 이상 폐암 진료하는 기관 94개 중 수도권에서 기관 

종별, 진료건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서 층화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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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상급종합병원 7개, 종합병원 6개, 총 13개 병원을 표출하였다. 

다만 선정된 종합병원 중 일부 기관은 병원 여건상 참여를 거부하여 

종합병원 중 다시 진료건수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시행하여 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실행가능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탈락률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체 진료건수 19,885건의 3%인 600건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정된 13개 병원 별로 대상자를 최대 70건씩 

무작위로 선정하되, 진료건수 70건 미만인 기관은 전수 조사하였다. 

구조화된 의무기록 조사표(부록 4 참조)를 개발하여 2012년 6월 

11일~29일에 대상기관에 현지 방문하여 의무기록 조사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히 훈련된 면허 간호사 10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소요시간은 의무기록 1건당 평균 2시간 내외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술한 후 전원 온 환자나 재발 환자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의무기록 조사된 829건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총 604명으로, 효과의 크기 0.03, 유의수준 0.05(양측검정), 검정력 

0.8로 가정할 때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위한 Cohen (1988)의 계산식에 

의한 표본의 크기인 568 이상으로 표본수가 충분하다. 또한, win-

PASS 12 Version 12.0.2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양측검정), 사건 

발생률 0.40, 위험비(hazard ratio) 0.75, R2 0.10, 표준편차 1.0, 

검정력 0.8로 가정할 때 Cox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인 264를 

초과하므로 표본의 크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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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 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자가 폐암 적정성 예비평가를 위해 

의무기록 조사한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엄중하게 준수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활용승인(평가기획부-1069, 2013.7.31)을 

받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3-48). 

환자의 개인정보와 기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임시번호(ID)를 부여하여 활용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연구자만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가 완료된 후에는 자료를 

연결하는 암호를 무효화할 것이다. 

4. 연구 변수 

1) 의료 구조 

의료 구조는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으로 구분된다. 환자 특성에는 

성, 연령, 건강보장 형태, 동반상병 지수, 병기가 포함되며, 기관 

특성에는 기관 종별,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이 포함되었다. 

(1) 환자 특성  

① 연령: 본 연구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므로 연령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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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6그룹으로 나누어, 18~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② 동반상병 지수: 폐암 이외 동반하고 있는 상병을 Charlson 

등(1987)에 의해 개발된 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ICD-10 코드에 따라 동반상병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질병별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한 점수를 최종 동반상병 지수로 

산출하였다(부록 5 참조). 본 연구에서 동반상병 지수는 폐암 이외 

동반한 상병이 없는 0, 동반상병 지수가 1~2, 그리고 3 이상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③ 병기: 폐암의 병기는 1997년에 개정된 TNM 폐암 국제 병기에 

의거하여 비소세포폐암은 원위부 전이가 없는 I기부터 III기까지는 

종양의 크기 및 침범 정도,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라 각각 Ia, Ib, IIa, 

IIb, IIIa, IIIb로 나누고, 원위부 전이가 있는 IV기를 포함하여 7단계, 

소세포폐암은 질환의 범위가 방사선치료 조사야 내에 있는 제한 병기와 

조사야를 벗어난 확장병기로 구분한다(대한폐암학회, 2010).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에 임상의에 의해 임상적 병기가 명확히 기재가 된 

경우에는 기재된 대로,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의 모든 의사 

기록과 진단적, 외과 병리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병기를 평가하여 

사용하였다. 비소세포폐암은 TNM 병기로 I기, II기, III기, IV기의 4단계, 

소세포폐암은 근치적 방사선치료의 가능 여부로 제한병기와 확장병기로 

구분하였다.  

(2) 기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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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종별: 의료법 3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였다. 

② 기관 규모: 기관 규모는 일반병동 병상수로, 특수 파트인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의 병상수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관의 일반병동 

병상수를 표본 내에서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속하는 그룹에 따라 

4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550병상 미만, 550~800병상 미만, 

800~1,500병상 미만, 1,500병상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③ 폐암 진료량: 본 연구의 대상기관의 연간 폐암 입원진료 건수를 

표본 내에서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속하는 그룹에 따라 4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500건 미만, 500~1,500건 미만, 1,500~4,000건 미만, 

그리고 4,000건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④ 간호등급: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말하며,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병상 당 간호인력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달리 구분하는데, 상급종합병원 1등급은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0 미만, 2등급은 2.0~2.5 미만, 3등급은 

2.5~3.0 미만, 4등급은 3.0~3.5 미만, 5등급은 3.5~4.0 미만, 6등급은 

4.0 이상이며, 기타 요양기관은 1등급은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5 미만, 

2등급은 2.5~3.0 미만, 3등급은 3.0~3.5 미만, 4등급은 3.5~4.0 미만, 

5등급은 4.0~4.5 미만, 6등급은 4.5~6.0 미만, 7등급은 6.0 

이상이다(보건복지부, 2006).  

본 연구에서는 종별에 구분 없이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0 미만은 

1등급, 2.0~2.5 미만은 2등급, 2.5~3.0 미만은 3등급, 3.0~3.5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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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포함되었다. 

2) 의료 과정(의료 과정의 질)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폐암 관련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개발한 폐암 적정성 예비평가지표 31개 중 과정지표(부록 2 

참조)로 의료 과정의 질을 측정하였다. 폐암 의료 과정의 질은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과정, 전신요법 과정, 방사선치료 과정 등 

4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된다.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은 26개 지표의 

충족률의 평균값이다.  

세부적인 폐암 의료 과정의 질은 첫째,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로서, 과거 흡연력 기록, 전신상태 평가, 치료 전 정밀 검사 시행, 

의뢰 28일 이내 진단, 임상의에 의한 암병기 기록, 치료 전의 병리학적 

진단의 요약,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성, 외과적 치료내용에 대한 기록, 

항암화학요법 기록, 그리고 방사선치료 기록 등 10개 지표가 포함된다.  

둘째, 수술 과정의 질에는 림프절 절제나 샘플링 시행, IIIA(N2)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시 최소 세군 데 이상의 종격동 림프절군 

박리, 수술 결정 후 14일 이내 수술 시행 등 3개 지표로 구성된다.  

셋째,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에는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정기적 화학요법 받는 환자에서 정기적인 검사의 시행,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등도 위험군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받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 첫날 항구토제 투여, 전신상태가 양호한 



３７ 

 

III/IV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백금제제를 포함한 2제 

병합항암화학요법 시행, 제한 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 항암제 투여 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여부, 

그리고 IIIB/IV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화학요법 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 등 8개 지표가 포함된다.  

마지막은 방사선치료 과정의 질로서, 근치적 고선량 흉부 

방사선치료 시 CT simulation 및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 시행, 

방사선 치료 과정 중 주 1회 이상 면담/부작용평가/전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 고선량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고선량 방사선치료 시행, 

그리고 수술 불가능 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 등 5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은 충족 정도에 따라 

0.00~1.00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은 다음 식으로 산출된다.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 
∑ score of each quality measure of care process  

No. of measures of care process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의 하부 네 영역의 질도 0.00~1.00의 값을 

가지며, 다음 식으로 산출된다.  

Quality of 
diagnostic 
assessment and 
documentation 

= 
∑ score of each quality measure of diagnostic assessment & 

documentation   

No. of measures of diagnostic assessment &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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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surgical process  

= 
∑ score of each quality measure of surgical procedure   

No. of measures of surgical procedure 

Quality of 
chemotherapy 
process  

= 
∑ score of each quality measure of chemotherapy 

procedure   

No. of measures of chemotherapy procedure 

Quality of 
radiotherapy 
process  

= 
∑ score of each quality measure of radiotherapy procedure  

 No. of measures of radiotherapy procedure 

 

26개 지표의 충족률의 평균값인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계산시 

개별 환자가 일부 지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미해당 처리하여 

분모, 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즉, 환자가 진단 과정 후 수술과 

항암화학요법만 받은 경우는 방사선치료 과정 해당 5개 지표는 미해당 

처리하여, 21개 지표 충족률을 합한 후 분모인 지표수 21로 나누어 

대상 환자의 전반적 의료과정의 질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하부 영역 

지표 내에서도 해당 지표의 대상자가 아닐 때에는 분모, 분자에서 해당 

지표를 제외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에서 2개 지표의 해당 병기 대상자가 아닐 

때에는 그 지표를 미해당 처리하여 나머지 6개 지표만으로 그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점수를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속하는 그룹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으며, 0.72점 미만, 0.72~0.81점, 

0.82~0.87점, 0.88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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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결과 

폐암 환자의 결과를 이분형 변수인 원내 사망, 1년 생존, 그리고 

연속형 변수인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으로 측정하였다. 

① 원내 사망은 퇴원 시 사망상태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② 생존은 폐암 진단일로부터 환자 사망일 혹은 사망 여부 마지막 

확인일(2012년 8월 1일)까지 기간으로 결정되며, 생존기간은 

일수(days)로 표시하였다. 폐암 진단일은 의무기록에 기재된 최초 

진단일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단받고 해당 기관으로 전원 온 경우 의무기록에 기재된 이전 

기관에서의 진단일을 이용하였다. 의무기록에 진단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폐암 관련 첫 외래 방문일을 진단일로 대체하였다. 환자 

사망일은 안전행정부에서 확인한 공식적인 사망 날짜로, 사망 원인이 

폐암 특이적인 사망만이 전반적인 사망을 의미한다. 1년 기간 내 

사망상태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2012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도 생존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ed)으로 

구분하였다.  

③ 재원일수는 대상자가 2011년도 해당 기간에 해당 조사병원에 

폐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총 입원일수로, 각 진료비 명세서에 청구된 

입원일수의 합으로 구하였다. 동일 입원 기간 중임에도 청구 편리상 2회 

이상으로 분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입원 개시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으로 산정하여 해당 환자의 재원일수를 합산하였다.  

④ 요양급여비용은 대상자가 2011년도 해당 기간에 폐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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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여 치료한 의료 비용으로 해당 조사병원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한 

총 요양급여비용으로 측정하였다. 즉, 제공된 의료서비스 중 입원 

진료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된 비용만을 포함하였으며, 

비급여 비용이나 외래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5. 분석 방법 

자료는 SAS Enterprise Guide 5.1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계, 

종별 의료 과정의 질 점수의 차이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의료 결과와 제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 연속변수는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χ2 검정 

시 변수 중 하나라도 서열척도인 경우 Pearson 카이제곱 대신 

Cochran-Mantel-Haenszel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고, 기대도수가 

5보다 낮은 셀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하여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3)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내 

사망은 사망자 수가 적으므로 희귀 사건으로 간주하여 Poisson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고,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 등 연속형 변수는 다중회귀분석과 다수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년 생존은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log-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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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로 제 요인별 생존 곡선 간의 차이를 분석 한 후,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적용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4) 의료 구조의 의료 과정에 대한 영향은 이분범주형 변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속형 변수는 다중회귀분석과 다수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상기 분석 과정에서 각 경로마다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chi-squared test), Hosmer-Lemeshow 

적합도 검정 또는 Lack-of-fit 검정과 c 통계량, R2(설명력)를 

이용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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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 구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이 445명(73.7%)이었고, 평균 연령은 

64.8세이며, 60~69세가 216명(35.8%), 70~79세가 179명 

(29.6%)이었다. 건강보장 형태는 건강보험이 554명(94.7%)이었다. 

흡연상태는 30갑년(pack-years) 이상이 274명(45.4%)으로 가장 

많고, 비흡연자가 165명(27.3%), 30갑년 미만이 109명(18.0%)이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을 보면, 전신상태(performance status)는 

가벼운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137명(22.7%)이었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92명(15.2%)이었다. 동반상병 지수는 폐암 

이외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가 269명(44.5%)이고, 1~2점이 

162명(26.9%), 3점 이상이 173명(28.6%)이었다. 질병 구분은 

비소세포폐암이 502명(83.1%)이고, 소세포폐암이 98명(16.2%)이었다. 

병기는 4기(34.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기(20.4%), 1기(20.0%), 

ED기(12.2%), 2기(8.2%), LD기(4.9%)의 순이었다. 수술을 받은 

경우가 212명(35.1%),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가 433명(71.7%),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는 177명(29.3%)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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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04 

Variable Category n (%) 
Sex  Female 159 (26.3) 

Male 445 (73.7) 
Age (years) <40 15 ( 2.5) 
 40-49 33 ( 5.5) 
 50-59 133 (22.0) 
 60-69 216 (35.8) 
 70-79 179 (29.6) 
 ≥80 28 ( 4.6) 
Type of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554 (94.7) 
Medicaid 31 ( 5.3) 

Smoking Non-smoking 165 (27.3) 
Smoking<30 pack-years 109 (18.0) 
Smoking≥30 pack-years 274 (45.4) 
Unknown 56 ( 9.3) 

Performance status*  0 (Fully active) 92 (15.2) 
 1 (ambulatory & able to carry out 

a light work) 
137 (22.7) 

 2 (Ambulatory & capable of all selfcare but 
unable to carry out any work) 

31 ( 5.1) 

 3 (Capable of limited selfcare, confined to 
bed ≥ 50% of waking hours) 

11 ( 1.8) 

 4 (completely disabled) 8 ( 1.3) 
 Unknown 325 (53.8) 
CCI 0 269 (44.5) 

1~2 162 (26.9) 
≥3 173 (28.6) 

Type of lung cancer NSCLC 502 (83.1) 
 SCLC 98 (16.2) 
 Both 4 ( 0.7) 
Stage at diagnosis I 115 (20.0) 

II 47 ( 8.2) 
III 117 (20.4) 
IV 198 (34.4) 
LD 28 ( 4.9) 
ED 70 (12.2) 

Surgery  Yes 211 (34.9) 
No 392 (65.1) 

Chemotherapy Yes 433 (71.7) 
No 171 (28.3) 

Radiotherapy Yes 201 (33.3) 
No 403 (66.7) 

*: was evaluated by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core to assess 
how a patient's disease is progressing, assess how the disease affects the daily 
living abilities of the patient.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SCLC: small 
cell lung cancer,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４４ 

 

대상자가 이용한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기관 종별이 상급종합병원

인 경우가 7개 기관의 350명(58.0%), 종합병원이 6개 기관의 254명

(42.1%)이었다. 기관 규모는 550~799병상이 4개 기관, 167명(27.7%)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00병상 이상(25.8%), 800~1,499병상

(25.0%), 550병상 미만(21.5%)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550병상 

미만의 기관이 없으며, 종합병원은 1,500병상 이상의 기관이 없었다.           

폐암 진료량은 500~1,499건인 경우가 4개 기관, 184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은 4,000건 이상이 가장 많으며, 종합병원

은 4,000건 이상의 기관이 없었다. 간호등급은 2등급이 4개 기관, 196

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등급(28.3%), 1등급(25.7%), 

4등급(13.6%)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1등급이 가장 많

고 3등급이 없으며, 종합병원은 1등급이 없었다(Table 2). 

Table 2. Hospital Characteristics        N=13 hospitals, 604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o. of hospitals No. of participants (%) 
Total Tertiary  General Total Tertiary  General 

Type of 
institution 

Tertiary 7 7 - 350 (58.0) 350 (58.0) - 
General 6 - 6 254 (42.1) - 254 (42.1) 

Hospital 
size 
(number of 
beds) 

300~549 3 0 3 130 (21.5) 0 (  0.0) 130 (51.2) 
550~799 4 2 2 167 (27.7) 92 (26.3) 75 (29.5) 
800~1,499 3 2 1 151 (25.0) 102 (29.1) 49 (19.3) 
≥1,500 3 3 0 156 (25.8) 156 (44.6) 0 (  0.0)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500 3 1 2 111 (18.4) 50 (14.3) 61 (24.0) 
500~1,499 4 2 2 184 (30.5) 88 (25.1) 96 (37.8) 
1,500~3,999 3 1 2 153 (25.3) 56 (16.0) 97 (38.2) 
≥4,000 3 3 0 156 (25.8) 156 (44.6) 0 (  0.0)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3 3 0 155 (25.7) 155 (44.3) 0 (  0.0) 
Grade 2  4 2 2 196 (32.5) 99 (28.3) 97 (38.2) 
Grade 3 4 2 2 171 (28.3) 96 (27.4) 75 (29.5) 
Grade 4 2 0 2  82 (13.6) 0 (  0.0) 82 (32.3)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기관 규모가 클수록 폐암 진료량이 많고 간호등

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1,500병상 이상 기관은 모두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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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상이면서, 간호등급이 1등급이거나 2등급이었다. 종합병원에서는 

기관 규모 증가에 따른 폐암 진료량의 분포 차이는 크지 않았다. 종합병

원의 기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등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기관 종별, 규모별 병기 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상급종합병

원 1,500병상 이상에서 병기 I, II기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Volume of Care, Nurse Staffing Grade, and 

Stage by Type of Institution and Hospital Size (%)           N=604 

Type of institution 
Total 

Tertiary  General 
Hospital size 550~799 800~1,499 ≥1,500 Subtotal  300~549 550~799 800~1,499 Subtotal 
Volume 
of care  

<500 18.4 54.4  0.0  0.0  14.3  25.4  37.3  0.0  24.0 
500~1,499 30.5 45.7  45.1  0.0  25.1  0.0  62.7  100.0  37.8 
1,500~3,999 25.3 0.0  54.9  0.0  16.0  74.6  0.0  0.0  38.2 
≥4,000 25.8 0.0  0.0  100.0  44.6  0.0  0.0  0.0  0.0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25.7 0.0  54.9  63.5  44.3  0.0  0.0  0.0  0.0 
Grade 2 32.5 45.7  0.0  36.5  28.3  74.6  0.0  0.0  38.2 
Grade 3 28.3 54.4  45.1  0.0  27.4  0.0  100.0  0.0  29.5 
Grade 4 13.6 0.0  0.0  0.0  0.0  25.4  0.0  100.0  32.3 

Stage 
  

I 20.0 6.5  20.6  30.8  21.4  18.5  9.3  18.4  15.8 
II 8.2 7.6  8.8  12.2  10.0  11.5  6.7  6.1  9.1 
III 20.4 38.0  22.6  13.5  22.6  20.0  16.0  32.7  21.3 
IV 34.4 35.9  26.5  33.3  32.0  32.3  41.3  30.6  34.7 
LD 4.9 2.2  4.9  3.2  3.4  6.2  9.3  2.0  6.3 
ED 12.2 9.8  16.7  7.1  10.6  11.5  17.3  10.2  13.0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2) 의료 과정 

연구 대상자가 제공 받은 전반적인 의료 과정의 질은 1.0 만점에 평

균 0.79(±0.12)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우선, 진단적 평가와 기록의 충

실성은 1.0 만점에 평균 0.76(±0.14)으로 전신상태 평가, 치료 전 정

밀검사 시행, 임상병기 기록, 항암화학요법 기록 등의 점수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관 종별로는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은 종합병

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치료 전의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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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단의 요약 여부,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율, 항암화학요법 기록 비율

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았다. 

수술 과정의 질은 평균 0.88(±0.18)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값의 분

포를 보였다. 기관 종별 분포에서 수술 결정 후 14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의 비율은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았고, N2기 비소세포폐

암 환자에서 수술시 세 군데 이상의 종격동림프절군 박리 비율은 상급종

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은 평균 0.82(±0.26)로,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 제한병기 소세포폐암에서 동시병용항암화학방

사선요법(CCRT)시행, 항구토제 투여 항목 등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항암화학요법 적용 대상자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28명까

지 포함하여 461명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종별 분포에서 항구토제

를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은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았고, 항암

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정기적 화학요법 받는 환자에서 정기적인 

검사의 시행,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

법 시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았다. 

방사선치료 과정의 질은 평균 0.42(±0.40)로, 방사선 치료 과정 

중 부작용 평가, 수술 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에서 동시병용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시행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 적용 대상자

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2명까지 포함하여 203명 대상으로 분석되

었다. 근치적 고선량 방사선치료시 CT 시뮬레이션 및 3차원 입체조형방

사선치료 시행과 수술 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고선량 방사선

치료 시행은 모두 충족된 1.00점이었다. 기관 종별로는 고선량 근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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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평가 기록 비율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cores of Quality of Process of Care                        

Variable Category n Mean± 
SD 

Mean 
F  (p) Tertiary General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604 0.79 ± 0.12 0.79 0.78 0.89 
(.345) 

      
Quality of 
diagnostic 
evaluation 
and 
documenta
tion  

 604 0.76± 0.14 0.77 0.75 1.78 
(.183) 

Smoking history 
documented 

597 0.92± 0.26 0.92 0.93 0.39 
(.532) 

Performance status 
documented 

450 0.55± 0.50 0.53 0.58 1.41 
(.236) 

Essential diagnostic 
package performed before 
treatment 

604 0.50± 0.18 0.50 0.50 0.00 
(.950) 

Diagnostic procedure 
finished within 28 days 
since referral 

525 0.99± 0.06 1.00 1.00 0.02 
(.899) 

Documentation of cancer 
stage by clinicians 
involved 

599 0.75± 0.43 0.71 0.80 6.17 
(.013) 

Documentation of 
pathologic report 

594 0.79± 0.41 0.85 0.72 14.62 
(<.001) 

Documentation of 
summary of pathologic 
diagnosis before treatment  

211 0.82± 0.14 0.85 0.77 15.09 
(<.001) 

Documentation of surgical 
treatment 

154 0.99± 0.08 1.00 0.98 1.66 
(.199) 

Documentation of 
chemotherapy 

430 0.61± 0.49 0.67 0.54 7.51 
(.006) 

Documentation of 
radiotherapy 

160 0.97± 0.17 0.97 0.96 0.06 
(.841) 

Quality of 
surgical 
process  

 211 0.88± 0.25 0.88 0.89 0.04 
(.841) 

Lymph node resection or 
sampling for early stage 
NSCLC 

202 0.82± 0.26 0.83 0.80 0.61 
(.437) 

Dissection of at least 
3mediastinal lymph node 
stations in IIIA (N2) 
NSCLC 

31 0.81± 0.40 0.88 0.73 0.96 
(.335) 

Surgery received within 14 
days after decision of 
surgical treatment 

205 0.95± 0.22 0.93 0.99 3.75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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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 Category n Mean± 
SD 

Mean F  (p) Tertiary General 
Quality of 
chemother
apy 
process  

 461 0.82± 0.26 0.82 0.83 0.06 
(.801) 

Patients consent for 
chemotherapy 

431 0.93± 0.23 0.95 0.91 4.46 
(.035) 

Regular examination 
performed during regular 
chemotherapy 

422 0.98± 0.09 0.99 0.97 9.52 
(.002) 

Adjuvant chemotherapy 
received within 8 weeks 
after surgery 

72 0.53± 0.50 0.54 0.52 0.04 
(.846) 

Anti-emetics received 
before administration of 
chemo-dug to prevent 
discomfort 

407 0.78± 0.41 0.71 0.88 18.76 
(<.001) 

Platinum doublet 
chemotherapy in III/ IV 
NSCLC with PS 0~1 

169 0.99± 0.08 1.00 0.98 1.65 
(.201) 

CCRT performed in 
limited SCLC 

24 0.67± 0.48 0.90 0.50 4.67 
(.042) 

Side effect of 
chemotherapy assessed 
during chemotherapy 

406 0.82± 0.39 0.83 0.79 0.93 
(.336) 

Regular assessment of 
tumor response in IIIB or 
IV NSCLC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187 0.81± 0.40 0.79 0.84 0.72 
(.397) 

Quality of 
radiothera
py process 

 203 0.42± 0.40 0.45 0.37 2.07 
(.152) 

CT simulation and 3DCRT 
performed in high-dose 
radical radiotherapy 

30 1.00± 0.00 1.00 1.00 - 

Side effect assessed during 
radiotherapy 

158 0.49± 0.38 0.50 0.47 0.25 
(.618) 

Tumor response and side 
effect assessed within 2 
months after high-dose 
radical radiotherapy 

16 0.97± 0.12 1.00 0.75 12.25 
(.004) 

High-dose radiotherapy in 
in-operable I/II NSCLC 

6 1.00± 0.00 1.00 1.00 - 

CCRT performed in non-
operated stage III NSCLC 

68 0.24± 0.43 0.24 0.22 0.04 
(.84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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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결과 

의료 결과는 원내 사망, 1년 생존,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원내 사망자는 17명(2.8%),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자는 216명(35.8%)이었다. 평균 생존일수는 337일(표준편차 

172일)이었고, 생존일수의 중간값은 333일이었다. 기관 종별 원내 

사망률과 1년 생존율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4.3일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1.0일, 종합병원은 

18.1일이었다. 연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5,587천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5,077천원, 종합병원은 6,216원이었다(Table 5).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Patient Outcomes          N=604 

Variable Category n (%) Tertiary General 
n (%) n (%) 

In-hospital 
mortality 
 

Death   17 ( 2.8)  9 ( 2.6) 8 ( 3.2) 
Survival 604 (97.2) 341 (97.4) 246 (96.8) 

One-year 
survival 
 

Death 216 (35.8) 125 (44.6)  91 (44.2) 
Survival 270 (44.7) 155 (55.4) 115 (55.8) 
Censored 118 (19.5) - - 

Variable n Mean±SD Median 
(IQR) 

Tertiary General 
Mean ± SD Mean± SD 

Survival 
duration (days) 

604 337 ± 172 
333 

(221 ~463) 337 ± 162 336±185 

Length of stay 
(days)  

585* 14.3± 13.7 
11.0 

( 6 ~ 18 ) 11.0 ± 10.8 18.1±16.4 

Reimbursement 
cost (103KW) 

582* 5,587± 4,355 
4,987 

(2,323~7,565) 5,078±4,045 6,216±4,691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 less than 604 due to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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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구조, 의료 과정 및 의료 결과의 관계 

1) 원내 사망 

원내 사망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의료 구조는 환자 특성인 성, 병기

와 의료 과정인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원내 

사망이 여성보다 3.0% 높았다. 병기 I, II기에서는 원내 사망이 한 건도 

없었으나 III기에서의 원내 사망률이 3.8%, IV기에서 4.5%로, 진전된 

병기에서 원내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0.72점 미만 군의 원내 사망률은 5.3%인데 반해, 질 점수

가 가장 높은 군에서는 원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Relationship of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Process of Care to In-Hospital Death              N=604                                          

Variable  Category  n In-hospital death 
n (%) χ2 p 

Patient 
Characteristics 

     

Sex Female 159 1 (0.6) 3.77  .032§ 
 Male 445 16 (3.6)   
Age (years) <40 15 1 (6.7) 0.16  .369§ 
 40-49 33 2 (6.1)   
 50-59 133 3 (2.3)   
 60-69 216 4 (1.9)   
 70-79 179 6 (3.4)   
 ≥80 28 1 (3.6)   
Type of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554  17 (3.0) 0.95 1.000§ 

Medicaid 31 0 (0.0)   
CCI 0 269 4 (1.5) 1.89  .150§ 

1~2 162 7 (4.3)   
≥3 173 6 (3.5)   

Stage I 115 0 (0.0) 3.73  .011§ 
 II 47 0 (0.0)   
 III 117 5 (3.8)   
 IV 198 9 (4.5)   
 LD 28 1 (3.6)   
 ED 7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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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Variable  Category  n In-hospital death 
n (%) χ2 p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institution 

Tertiary 350 9 (2.6) 0.18  .672 
General 254 8 (3.2)   

Hospital size 
(number of 
beds) 

300~549 130 5 (3.9) 2.05  .346§ 
550~799 167 7 (4.2)   
800~1,499 151 2 (1.3)   
≥1,500 156 3 (1.9)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500 111 5 (1.9) 0.84  .603§ 
500~1,499 184 4 (2.2)   
1,500~3,999 153 5 (3.3)   
≥4,000 156 3 (1.9)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155 1 (0.7) 0.23  .103§ 
Grade 2 196 9 (4.6)   
Grade 3 171 6 (3.5)   
Grade 4 82 1 (1.2)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0.72 151 8 (5.3) 8.98 .030 
0.72~0.81 149 3 (2.0)   
0.82~0.87 150 6 (4.0)   
≥0.88 154 0 (0.0)   

Quality of 
diagnostic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0.67 145 7 (4.8) 3.47 .325 
0.67~0.77 157 4 (2.6)   
0.78~0.89 149 4 (2.7)   
≥0.90 153 2 (1.3)   

Quality of 
surgical process 

<0.75 31 0 (0.0) 1.00 . 
0.75~0.99 61 0 (0.0)   
1.0 119 0 (0.0)   

Quality of 
chemotherapy 
process 

<0.75 88 4 (4.6) 2.05 .359 
0.75~0.95 141 4 (2.8)   
≥0.96 232 4 (1.7)   

Quality of 
radiotherapy 
process 

<0.30 81 3 (3.7) 2.30 .316 
0.30~0.69 39 4 (10.3)   
≥0.70 83 4 (4.8)   

§: Fisher’s Exact test was used because there were over 20% of cells having 
exacted frequency of less than 5.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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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생존 

의료 구조 및 과정과 폐암 환자의 1년 생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하여, 그 연관성을 log-rank test로 

검정하였다(부록 1 참조: Figure 2). 폐암 환자의 1년 생존과 유의한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료 구조에서는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이었고, 의료 과정에서는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하부 의료 과정에서

는 진단적 평가 및 기록의 충실성이 유의하였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og rank χ2=9.6, p=.002). 연령별로는 40대의 생존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 60대, 70대, 40세 미만이었으며, 80세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og rank χ2=39.4, p<.001). 동반상병 지수별로는 동

반상병 지수가 0인 경우 생존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점, 3점 이

상이었다(log-rank χ2=11.3, p=.004). 병기별로는 I기의 생존율이 가

장 높고, 다음으로 II기,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III기, 확대병기 소세포폐

암, IV기인 것으로 나타났다(log rank χ2=128.5, p<.001).  

기관 규모별로는 550~800병상의 생존율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550병상 미만, 800~1,500병상 미만이었으며, 1,500병상 이상에서 생존

율이 가장 높았다(log-rank χ2=8.1, p=.045). 폐암 진료량이 많을수

록(log-rank χ2=13.6, p=.004), 간호등급이 높을수록(log-rank χ

2=13.5, p=.004) 생존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진단적 평가 및 기록의 충실성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log-rank χ2=32.3, p<.001; log-rank χ2=9.2, p=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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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일수 및 요양급여비용 

재원일수 및 요양급여비용은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right tailed)를 

보이므로 로그 변환하여 일반선형모형으로 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원래 값으로 재변환하여 제시하였다. 

재원일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 구조는 건강보장 형태, 동반

상병 지수, 기관 종별,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이었고, 의료 과

정은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이었다. 즉, 건강보

험, 동반상병 지수 0 또는 1~2, 상급종합병원, 기관 규모가 클수록, 폐

암 진료량이 많을수록,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의료 과정의 질

이 높을수록,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이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요양급여비용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 구조는 연령, 동반상병,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폐암 진료량, 간호등급이었고, 의료 과정은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이었다. 즉, 병기가 I, II기, 종합병원, 기관 규모

가 500병상 미만 또는 1,500병상 이상, 간호등급이 낮은 군에서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연령이 80대와 

50대, 동반상병 지수 0, 폐암 진료량이 500~1,500건인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이 낮았으며,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이 높을수록 요

양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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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of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Process of Care to Length of Stay and Reimbursement 
Cost                                                        N=586                  

Variable Category 
Length of stay 

 (days)  Reimbursement cost 
 (103 KW) 

Mean SD F  (p)  Mean SD F (p) 
Patient 
Characteristics 

        

Sex Female 15.0  15.9 0.1 
(.846) 

 6,200  4,914 3.5 
 Male 13.6  13.1  5,325  4,128 (.061) 
Age (years) <40 13.6  8.3 1.9 

(.089) 
 6,660  2,535 2.3 

(.045) 40-49 17.1  12.9  6,768  3,459 
50-59 11.8  11.9  5,163  4,276 
60-69 13.9  12.6  5,636 3,954 
70-79 14.8  16.8  5,527 5,097 
≥80 15.6  13.9  4,979 4,262 

Type of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13.4  13.1 10.4 
(.001) 

 5,511  4,337 0.8 
(.363) 

Medicaid 23.0  21.6  6,321 4,756 

CCI 0 11.8  11.3 7.1 
(.001) 

 5,198 4,307 3.3 
(.040) 1~2 15.2  13.6  6,056 4,224 

≥3 16.2  16.9  5,684 4,529 

Stage I 12.9  9 1.4 
(.214) 

 7,473 2,898 20.0 
(<.001) II 14.2  11  7,042 3,502 

III 13.7  16.2  4,715 3,913 
IV 15.5  15.2  5,460 5,122 
LD 10.4  6.2  3,216 2,362 
ED 13.1  15.7  3,893 4,511 

Hospital 
characteristics 

        

Type of 
institution 

Tertiary 11.0  10.8 13.1 
(<.001) 

 5,078 4,045 58.5 
(<.001) General 18.1  16.4  6,216 4,692 

Hospital size 
(number of 
beds) 

300~549 16.3  13.8 13.0 
(<.001) 

 5,949 4,152 3.7 
(.012) 550~799 16.8  16.9  5,197 4,253 

800~1,499 12.3  12.9  5,284 4,866 
≥1,500 10.5  9.5  5,871 4,116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500 18.6  16.9 9.7 
(<.001) 

 5,584 3,892 4.6 
(.003) 500~1,499 14.3  14.9  5,065 5,148 

1,500~3,999 13.7  12.8  5,786 3,877 
≥4,000 10.5  9.5  5,871 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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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Variable Category 
Length of stay 

 (days)  Reimbursement cost 
 (103 KW) 

Mean SD F  (p)  Mean SD F (p) 
Nurse staffing 
grade 

Grade 1  9.7  8.5 13.7 
(<.001) 

 5,595 3,177 9.1 
(<.001) Grade 2  14.7  14.6  5,755 4,830 

Grade 3  14.5  15.3  4,578 3,856 
Grade 4  19.4  15.1  7,013 5,556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0.72 16.6  17.1  4.3 
(.005) 

 5,403 4,753  1.2 
(.316) 0.72~0.81 14.6  14.1   6,057  4,820 

0.82~0.87 13.2  13.0   5,707  4,061 
≥0.88 11.5  9.9   5,073 3,725  

Quality of 
diagnostic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0.67 15.9  18.1  2.2 
(.086) 

 5,261 4,661 1.9 
(.137) 0.67~0.77 14.6  13.6   5,985  4,448 

0.78~0.89 12.6  12.0   5,312  4,414 
≥0.90 12.8  10.7   5,633 3,905 

Quality of 
surgical 
process 

<0.75 13.7  11.6  0.4 
(.660) 

 6,387 3,776, 2.7 
(.071) 0.75~0.99 14.6  12.7   7,606 3,917  

1.0 13.9  12.1   7,557 2,850 

Quality of 
chemotherapy 
process 

<0.75 18.4  18.3  11.8 
(<.001) 

 6,612 4,643 11.1 
(<.001) 0.75~0.95 15.2  16.6   5,030 4,968  

≥0.96 11.1  10.7   4,177 3,752 

Quality of 
radiotherapy 
process 

<0.30 14.3  16.5  0.4 
(.645) 

 5,137 5,544 0.1 
(.892) 0.30~0.69 16.0  14.4   5,396 4,838  

≥0.70 15.3  15.3   5,218 4,246  
SD: standard d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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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 결정요인 

의료 결과에 대한 제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Figure 1 의 개념적 기틀대로 경로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의료 과정에 대한 의료 구조의 효과 

(1)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에 대한 의료 구조의 효과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 점수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

여 제곱 변환하여 다중 회귀분석 후 추정된 회귀계수를 원래 값으로 재

변환하여 제시하였다.  

성,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의료 구조는 성을 포함하여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 둥

이었으며, 설명력(R2)은 26%이었다. 즉,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은 병기 

I기에 비해 III기(β=-0.33, 95% CI -0.39~-0.26),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β=-0.26, 95% CI -0.34~-0.16), 기관 규모가 1,500병

상 미만(β=-0.44, 95% CI -0.50~-0.38, β=-0.22, 95% CI -

0.30~-0.08)에서 낮았고, 간호등급 4등급에 비해 1등급(β=0.38, 95% 

CI  0.29~0.45), 2등급(β=0.25, 95% CI 0.10~0.34), 3등급(β=0.40, 

95% CI 0.33~0.46)에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았다.  

병원 수준의 임의 효과를 감안한 다수준 분석에서는 기관 종별, 간

호등급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간호등

급이 높아질수록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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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N=604 

 Variable 
Multiple regression  Multilevel analysis 

 β (95% CI)   p P for 
trend  β (95% CI)   p P for 

trend 
Female 
 (vs Male) -0.22(-0.28~-0.14) .002 .002  -0.22(-0.28~-0.14) .001 .001 

Age (years) 
 (vs ≥80)        

<40 0.21(-0.24~ 0.38) .392 .022  0.19(-0.25~ 0.36) .473 .016 
40-49 0.19(-0.22~ 0.34) .409   0.19(-0.20~ 0.34) .342  
50-59 0.24(-0.11~ 0.35) .103   0.25(-0.06~ 0.35) .064  
60-69 0.12(-0.22~ 0.28) .653   0.16(-0.19~ 0.29) .416  
70-79 0.10(-0.23~ 0.27) .748   0.11(-0.22~ 0.27) .678  

National health 
Insurance 

(vs medicaid) 

0.10(-0.22~ 0.26) .754 .358  0.08(-0.22~ 0.25) .808 .845 

CCI (vs ≥3)        
0 0.05(-0.17~ 0.19) .851 .771  0.13(-0.12~ 0.21) .294 .566 
1~2 -0.10(-0.21~ 0.15) .535   -0.09(-0.20~ 0.16) .665  

Stage (vs I)        
II -0.20(-0.30~ 0.11) .128 .595  -0.17(-0.28~ 0.14) .248 .166 
III -0.33(-0.39~-0.26) <.001   -0.30(-0.36~-0.23) <.001  
IV -0.11(-0.22~ 0.16) .521   -0.05(-0.20~ 0.18) .880  
LD -0.11(-0.28~ 0.24) .744   -0.11(-0.28~ 0.23) .730  
ED -0.13(-0.26~ 0.18) .488   -0.12(-0.25~ 0.18) .532  

Tertiary 
hospital 

 (vs general) 

-0.26(-0.34~-0.16) .002 <.001   -0.27(-0.46~ 0.26) .309 .356 

Hospital size 
 (vs 1,500+) 

       

300~549 -0.25(-0.34~-0.06) .036 <.001  -0.23(-0.50~ 0.38) .587 .441 
550~799 -0.44(-0.50~-0.38) <.001   -0.44(-0.60~-0.14) .029  
800~1,499 -0.22(-0.30~-0.08) .022   -0.24(-0.46~ 0.30) .436  

Nurse staffing 
grade (vs Grade 4) 

       

Grade 1 0.38( 0.29~ 0.45) <.001 .024  0.37(-0.23~ 0.58) .160 .648 
Grade 2 0.25( 0.10~ 0.34) .021   0.22(-0.35~ 0.46) .591  
Grade 3 0.40( 0.33~ 0.46) <.001   0.40(-0.14~ 0.58) .083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0.09(-0.15~ 0.20)   - .564  0.00(-0.01~ 0.01)   - .980 

Lack of fit test p=.054, R2=0.26 
CI: confidence interva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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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 의료 과정의 질에 대한 의료 구조의 효과 

첫째, 진단적 평가 및 기록의 충실성은 점수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제곱 변환하여 다중 회귀분석 후 추정된 회귀계수를 

원래 값으로 재변환하여 제시하였다. 성,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진단

적 평가 및 기록의 충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을 포함하여 병기, 

기관 규모, 간호등급이었다. 즉,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성은 병기 III

기, 1,500병상 미만에서 낮았고, 간호등급 1등급과 3등급에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변수 추세별로는 진단적 평가 및 기록의 충실성은 

종합병원에서, 기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술 과정의 질 점수의 분포를 감안하여 2분위(50%)이자 3

분위(75%)에 해당하는 1.0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수술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반상병 

지수, 기관 종별, 기관규모, 간호등급이었다. 즉, 수술 과정의 질은 동반

상병 지수 3이상에 비해 1~2인 경우 71%, 기관 종별이 종합병원에 비

해 상급종합병원이 80%, 기관 규모가 1,500병상 이상에 비해 

550~800병상 미만, 800~1,500병상 미만일 경우 각각 99%, 6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과정의 질은 간호등급이 4등급에 비해 2등급과 3

등급이 각각 5.72배, 22.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수의 추세

별로 볼 때, 수술 과정의 질은 폐암 진료량이 많아질수록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 3.65, 95% CI 1.79~7.46). 병기에서 소세포

폐암 제한병기(LD)와 확대병기(ED)는 수술 건수가 없어 ‘-‘로 표시되

었다. 

셋째,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 점수를 2분위(50%)인 0.96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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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정 변수인 연령의 효과 이외에 병

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이었다. 즉,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

은 병기 I기에 비해 II기에 56%(OR 0.44, 95% CI 0.22~0.87), 상급

종합병원에서 49%(OR 0.51, 95% CI 0.35~0.75), 550~800병상 미만

에서 53%(OR 0.47, 95% CI 0.26~0.8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등급 4등급에 비해 1등급일 때 2.12배(95% CI 1.22~3.73), 3등급일 

때 1.83배(95% CI 1.07~3.20)로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암 진료량 변수까지 포함한 변수의 추세별로

는 종합병원에서, 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방사선치료 과정의 질 점수를 3분위(75%)에 해당하는 0.70

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방사선

치료 과정의 질에는 보정 변수인 연령의 효과 이외에 병기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치료 과정의 질은 병기 III기에 

72%(OR 0.28, 95% CI 0.11~0.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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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for Quality of the Specific Care Processes 

Variable Diagnostic evaluation & documentation (n=604)  Surgery process (n=211)  Chemotherapy process (n=431)  Radiotherapy (n=203) 
β (95% CI)   p   p *   OR (95% CI)   p   p *    OR (95% CI) p   p *    OR (95% CI) p p * 

Female (vs Male) -0.28 (-0.34~ -0.20) <.001 .002  0.51 (0.23~  1.09) .087 .113  1.05 (0.79~1.40) .743 .652  0.82 (0.50~ 1.32) .424 .859 
Age (years) (vs ≥80)   .394    .886    .579    .221 

<40  0.15 (-0.31 ~ 0.38) .716   2.12 (0.12~ 54.43) .789   0.35 (0.07~1.28) .136   1.58 (0.23~13.28) .637  
40-49  0.08 (-0.30 ~ 0.32) .906   0.96 (0.08~ 13.73) .382   1.07 (0.44~2.61) .884   4.24 (0.89~33.52) .100  
50-59  0.18 (-0.21 ~ 0.34) .398   3.07 (0.32~ 35.82) .149   1.76 (1.01~3.12) .050   0.88 (0.36~ 2.11) .777  
60-69 -0.06 (-0.28 ~ 0.27) .929   2.16 (0.23~ 24.72) .490   1.13 (0.69~1.88) .630   0.37 (0.16~ 0.81) .015  
70-79  0.13 (-0.24 ~ 0.31) .642   1.51 (0.16~ 17.44) .832   1.14 (0.68~1.95) .618   0.61 (0.25~ 1.42) .255  

National health insurance 
(vs medicaid)  0.12 (-0.23 ~ 0.29) .669 .448  2.03 (0.32~ 16.24) .472 .504  1.00 (0.60~1.70) .990 .728  0.81 (0.22~ 3.27) .753 .718 

CCI (vs ≥3)   .586    .607    .676    .675 
0  0.11 (-0.16 ~ 0.22) .538   0.54 (0.19~  1.44) .993   0.91 (0.66~1.25) .567   1.55 (0.89~ 2.78) .129  
1~2 -0.06 (-0.21 ~ 0.19) .857   0.29 (0.09~  0.89) .022   1.12 (0.79~1.61) .521   0.78 (0.43~ 1.36) .380  

Stage (vs I)   .288    .083    .155    .927 
II -0.18 (-0.30 ~ 0.17) .320   1.34 (0.54~  3.44) .988   0.44 (0.22~0.87) .020   2.25 (0.36~19.39) .398  
III -0.34 (-0.40~ -0.25) <.001   0.43 (0.17~  1.09) .991   0.77 (0.47~1.25) .286   0.28 (0.11~ 0.65) .004  
IV -0.14 (-0.25 ~ 0.16) .380   0.67 (0.06~  5.34) .999   1.09 (0.69~1.72) .707   0.71 (0.32~ 1.54) .397  
LD -0.14 (-0.32 ~ 0.25) .629   - -   1.26 (0.55~2.96) .589   0.50 (0.13~ 1.78) .294  
ED -0.23 (-0.33 ~ 0.08) .084   - -   1.78 (0.97~3.33) .065   2.85 (0.91~ 9.64) .078  

Tertiary h. (vs general ) -0.22 (-0.31 ~ 0.07) .075 .021  0.20 (0.04~  0.91) .037 .939  0.51 (0.35~0.75) .001 .001  1.03 (0.46~ 2.25) .949 .319 
Hospital size 
 (vs 1,500+)   .039    .136    <.001    .335 

300~549 -0.26 (-0.37 ~ 0.04) .055   0.25 (0.05 ~  1.25) .092   0.63 (0.33~1.18) .154   1.34 (0.30~ 5.21) .684  
550~799 -0.46 (-0.52~ -0.39) <.001   0.01 (<.01 ~  0.15) <.001   0.47 (0.26~0.80) .008   0.63 (0.27~ 1.42) .278  
800~1,499 -0.31 (-0.38~ -0.21) <.001   0.39 (0.15 ~  0.99) .047   1.57 (0.97~2.57) .068   1.48 (0.56~ 4.49) .452  

Nurse staffing grade 
 (vs Grade 4)   .208    .115    .067    .155 

Grade 1  0.33 ( 0.21 ~ 0.42) .001   2.76 (0.52 ~14.69) .234   2.12 (1.22~3.73) .008   2.43 (0.92~ 6.82) .080  
Grade 2  0.22 (-0.11 ~ 0.34) .118   5.72 (1.16 ~ 28.20) .032   0.67 (0.41~1.08) .098   0.78 (0.30~ 2.20) .617  
Grade 3  0.35 ( 0.24 ~ 0.43) <.001   22.98(1.65~ 319.85) .019   1.83 (1.07~3.20) .031   0.96 (0.40~ 2.29) .918  

Volume of care  0.18 (-0.05 ~ 0.26)   - .067  3.65 (1.79~  7.46)   - <.001  0.75 (0.46~1.22) - .251  0.78 (0.32~ 1.91) - .585 
Model fit R2=0.22; Lack-of-fit p=0.051  R2=0.31; c statistic 0.79; H-L p=0.293  R2=0.17; c statistic 0.71; H-L p =0.137  R2=0.24; c statistic 0.77; H-L p =0.100 

p*: p value for trend,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H-L: Hosmer-
Lemesh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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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결과에 대한 의료 구조와 의료 과정의 효과 

(1) 원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Poisson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원내 사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에서 원내 사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 병기,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도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0). 

Table 10. Poisson Regression Analysis for In-Hospital Death           N=604 

Variable    Incidence rate ratio 
    ( 95% CI ) p   P for 

trend 
Female (vs Male) 1.02 (0.89 ~ 1.17) .791 .819 
Age (years) (vs ≥80)     

<40 0.98 (0.62 ~ 1.56) .930 .892 
40-49 0.98 (0.68 ~ 1.42) .920  
50-59 1.00 (0.74 ~ 1.36) .981  
60-69 1.01 (0.75 ~ 1.35) .959  
70-79 1.00 (0.75 ~ 1.34) .993  

National health insurance  
(vs medicaid) 0.98 (0.75 ~ 1.28) .868 .891 

CCI (vs ≥3)     
0 1.01 (0.88 ~ 1.16) .904 .878 
1~2 1.00 (0.85 ~ 1.17) .976  

Stage (vs I)     
II 1.01 (0.80 ~ 1.27) .947 .859 
III 0.99 (0.82 ~ 1.20) .939  
IV 0.98 (0.83 ~ 1.17) .857  
LD 0.99 (0.73 ~ 1.34) .953  
ED 0.99 (0.80 ~ 1.24) .962  

Tertiary hospital 
(vs general) 1.00 (0.82 ~ 1.22) .993 .956 

Hospital size (vs 1,500+)     
300~549 1.00 (0.77 ~ 1.29) .978 .910 
550~799 1.01 (0.79 ~ 1.28) .965  
800~1,499 1.00 (0.83 ~ 1.21) .972  

Nurse staffing grade 
 (vs Grade 4)     

Grade 1  0.99 (0.76 ~ 1.29) .949 .994 
Grade 2 0.98 (0.77 ~ 1.25) .877  
Grade 3 0.98 (0.76 ~ 1.26)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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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Variable    Incidence rate ratio 
    ( 95% CI ) p   P for 

trend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vs ≥0.88)     

<0.72 0.97 (0.79 ~ 1.18) .747 .775 
0.72~0.81 0.99 (0.83 ~ 1.18) .908  
0.82~0.87 0.98 (0.83 ~ 1.16) .840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1.00 (0.88 ~ 1.13) - .972 

Goodness-of-fit chi-squared test p=1.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2) 1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1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Kaplan-Meyer 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환자 특성인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와 기관 특성인 기관 

규모, 간호등급, 그리고 의료 과정인 전반적 의료의 질이 1년 생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등 환자 

특성이 1년 생존을 설명하는 정도(R2)는 23%, 기관 특성인 세 변수는 

3.3%, 전반적 의료과정의 질은 5%이었다. 다만 Kaplan-Meyer 분석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폐암 진료량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우선, 1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47%(HR 0.53, 

95% CI 0.37~0.75), 연령 80세 이상에 비해 40대일 때 82%(HR 0.18, 

95% CI 0.07~0.47), 50대일 때 73% (HR 0.27, 95% CI 0.15~0.48), 

60대일 때 66%(HR 0.34, 95% CI 0.20~0.58), 70대일 때 46%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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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95% CI 0.32~0.91), 동반상병 지수 3 이상에 비해 0인 경우 

33%(HR 0.67, 95% CI 0.49~0.92), 기관 규모가 1,500병상 이상에 비

해 550~800병상 미만에서 43%(HR 0.57, 95% CI 0.33~0.9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소세포폐암 1기에 비해 III기에 6.35배(95% CI 

2.69~14.99), IV기에 18.36배(95% CI 8.02~42.02), 소세포폐암 제한

병기에 5.19배(95% CI 1.85~14.59), 확장병기에 10.92배(95% CI 

4.56~26.17)로 1년 이내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등급 4등급에 비해 3등급일 때 1.78배(95% CI 1.05~3.02), 전반

적 의료 과정의 질이 0.88 이상 군에 비해 0.72미만 군에서 3.47배(95% 

CI 2.18~5.52), 0.72~0.81 군에서 1.87배(95% CI 1.20~2.92), 

0.82~0.87 군에서 1.62배(95% CI 1.05~2.49)로 1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암 진료량 변수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추세별로 살펴 보면, 1

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은 남성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반상병 지수

가 증가할수록, 병기가 진전될수록,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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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for One-Year 

Survival                                                     N=604 

Variable HR ( 95% CI )     p p for  
trend 

Female (vs Male) 0.53 (0.37 ~  0.75) <.001 <.001 

Age (years) (vs ≥80)     
<40 0.47 (0.18 ~  1.24) .128 <.001 
40-49 0.18 (0.07 ~  0.47) .001  
50-59 0.27 (0.15 ~  0.48) <.001  
60-69 0.34 (0.20 ~  0.58) <.001  
70-79 0.54 (0.32 ~  0.91) .020  

National health insurance  
(vs medicaid) 

1.55 (0.82 ~  2.93) .177 .172 

CCI (vs ≥3)     
0 0.67 (0.49 ~  0.92) .012 .021 
1~2 0.89 (0.63 ~  1.26) .515  

Stage (vs I)     
II 0.81 (0.20 ~  3.27) .769 <.001 
III 6.35 (2.69 ~ 14.99) <.001  
IV 18.36 (8.02 ~ 42.02) <.001  
LD 5.19 (1.85 ~ 14.59) .002  
ED 10.92 (4.56 ~ 26.17) <.001  

Tertiary hospital (vs general) 1.13 (0.74 ~  1.71) .581 .393 
Hospital size (vs 1,500+)     

300~549 1.21 (0.68 ~  2.17) .519 .728 
550~799 0.57 (0.33 ~  0.99) .045  
800~1,499 0.78 (0.49 ~  1.24) .293  

Nurse staffing grade  
(vs Grade4) 

    

Grade 1 1.29 (0.71 ~  2.34) .400 .745 
Grade 2  0.88 (0.53 ~  1.45) .614  
Grade 3 1.78 (1.05 ~  3.02) .032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vs ≥0.88) 

    

<0.72 3.47 (2.18 ~  5.52) <.001 <.001 
0.72~0.81 1.87 (1.20 ~  2.92) .006  
0.82~0.87 1.62 (1.05 ~  2.49) .029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1.03 (0.77 ~  1.39)      - .824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６５ 

 

(3)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원일수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로 변환하

여 분석 후 추정된 회귀계수는 원래 값으로 재변환하여 제시하였다. 재

원일수 값이 결측치인 경우를 제외한 5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선형모

형에서와 같은 동반상병 지수,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을 포함하

여 연령, 병기가 재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

반선형모형에서 유의하였던 의료보장 형태는 효과가 없었다. 폐암 진료

량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9%

였다. 재원일수는 연령이 80세 이상에 비해 50대일 때 16%, 동반상병 

지수가 3이상에 비해 0일 때 8%, 병기 I기에 비해 III기일 때 17%, IV

기일 때 10%, ED기일 때 17%, 상급종합병원일 때 18%, 간호등급 4등

급에 비해 1등급일 때 13%, 3등급일 때 18% 감소하였다. 반면, 기관 

규모가 1,500병상 이상에 비해 550~799병상일 때 재원일수가 1.17배 

길었다.  

환자가 소속한 병원 수준의 임의효과를 고려한 다수준 회귀분석에서

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했던 동반상병 지수, 기관 규모, 간호등급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의료 과정인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0.72 

미만에서 재원일수가 1.12배 증가하였다.  

변수의 추세별로는 병기가 진전될수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동반상병 지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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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Length of Stay   N=585 

Variable 
Multiple regression  Multilevel analysis 

EXP(β) (95%CI) p p*  EXP(β) (95%CI)  p p* 
Female 
(vs Male) 0.99  (0.92~1.06) .794 .752  1.00  (0.93~1.07)  .970  .809  

Age (years) 
(vs ≥80)          

<40 1.03  (0.80~1.32) .814 .544  1.04  (0.82~1.33)  .752  .399  
40-49 0.98  (0.81~1.19) .834   0.97  (0.80~1.18)  .789   50-59 0.84  (0.71~0.98) .027   0.84  (0.72~0.99)  .032   60-69 0.92  (0.79~1.07) .299   0.93  (0.80~1.08)  .341   70-79 0.94  (0.81~1.10) .427   0.94  (0.81~1.10)  .443   National health 

Insurance  
(vs medicaid) 

0.89  (0.77~1.02) .097 .093  0.90  (0.79~1.04)  .156  .181  

Comorbidity 
index (vs ≥3)          

0 0.92  (0.86~1.00) .044 .024  0.94  (0.87~1.01)  .089  .154  
1~2 1.02  (0.94~1.11) .594   1.03  (0.95~1.12)  .500   Stage (vs I)          II 0.98  (0.87~1.11) .775 .017  0.99  (0.88~1.12)  .864  .011  
III 0.83  (0.75~0.92) <.001   0.84  (0.76~0.93)  .001   IV 0.90  (0.82~0.98) .020   0.90  (0.83~0.99)  .023   LD 0.85  (0.72~1.00) .051   0.84  (0.71~0.99)  .033   ED 0.83  (0.73~0.93) .002   0.83  (0.74~0.93)  .002   Tertiary hospital 

(vs general) 0.82  (0.74~0.91) <.001 <.001  0.80  (0.63~1.01)  .059  <.001 

Hospital size  
(vs 1,500+)          

300~549 0.98  (0.85~1.13) .770 .742  0.97  (0.71~1.33)  .843  .092  
550~799 1.17  (1.02~1.33) .020   1.15  (0.86~1.53)  .334   800~1,499 0.98  (0.89~1.09) .717   0.97  (0.76~1.23)  .773   Nurse staffing 

grade (vs Grade 4)          
Grade 1 0.87  (0.75~1.00) .047 .741  0.88  (0.64~1.21)  .437  .392  
Grade 2 0.91  (0.80~1.04) .170   0.91  (0.69~1.20)  .519   Grade 3 0.82  (0.71~0.93) .003   0.83  (0.62~1.11)  .210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vs≥0.88)          
<0.72 1.07  (0.96~1.20) .201 .020  1.12  (1.01~1.25)  .037  .002  
0.72~0.81 1.07  (0.97~1.18) .169   1.10  (1.00~1.21)  .052   0.82~0.87 1.00  (0.92~1.10) .928   1.03  (0.94~1.12)  .563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0.97  (0.90~1.04) - .336   1.00  (1.00~1.00)   - .058  

Lack of fit test p= 0.062, R2=0.19, p*: p value for trend, CI: confidence interva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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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원일수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로 변환하

여 분석 후 추정된 회귀계수는 원래 값으로 재변환하여 제시하였다. 요

양급여비용 값이 결측치인 경우를 제외한 5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요양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선

형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병기, 기관 종별, 간호등급이었으나, 연령, 동

반상병 지수, 기관 규모는 효과가 없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5.8%이었

다. 요양급여비용은 병기 I기에 비해 ED기에 36%, LD기에 35%, III기

에 24%, IV기에 22%, 상급종합병원에서 18%, 간호등급 4등급에 비해 

3등급에서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폐암 진료량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병원 수준의 임의효과를 고려한 다수준 분

석 결과에서는 병기, 기관 종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폐암 진료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변수 추세별로는, 다수준 회귀 분석

에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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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Reimbursement Cost 
N=582 

Variable 
Multiple regression  Multilevel analysis 

EXP(β) (95%CI) p p*  EXP(β) (95%CI)  p p* 
Female 

(vs Male) 
1.03  (0.96~1.10) .457 .116   1.03  (0.96~1.10) .393  .131  

Age (years) (vs ≥80)          
<40 1.11  (0.88~1.39) .381 .413   1.12  (0.89~1.40) .343  .522  
40-49 1.05  (0.87~1.25) .620   1.04  (0.87~1.24) .652   
50-59 0.88  (0.76~1.02) .091   0.89  (0.77~1.03) .113   
60-69 0.96  (0.83~1.10) .557   0.97  (0.84~1.11) .663   
70-79 0.96  (0.83~1.11) .570   0.96  (0.84~1.11) .603   

National health 
Insurance  
(vs medicaid) 

0.97  (0.85~1.11) .688 .616   0.98  (0.86~1.12) .757  .850  

CCI (vs ≥3)          
0 0.94  (0.88~1.01) .083 .093   0.95  (0.89~1.02) .162  .421  
1~2 1.05  (0.97~1.13) .248   1.05  (0.97~1.13) .231   

Stage (vs I)          
II 0.97  (0.86~1.09) .575 <.001  0.98  (0.87~1.09) .663  <.001 
III 0.76  (0.69~0.84) <.001   0.77  (0.70~0.84) <.001  
IV 0.78  (0.71~0.84) <.001   0.78  (0.72~0.85) <.001  
LD 0.65  (0.56~0.76) <.001   0.65  (0.56~0.76) <.001  
ED 0.64  (0.58~0.72) <.001   0.65  (0.58~0.72) <.001  

Tertiary hospital 
(vs general) 

0.82  (0.75~0.91) <.001 <.001  0.81  (0.66~0.99) .042  .006  
 -0.02  0.03  -0.71  0.476  

Hospital size  
(vs 1,500+) 

         

300~549 0.90  (0.79~1.02) .112 .050   0.90  (0.68~1.18) .433  .134  
550~799 1.09  (0.97~1.23) .146   1.08  (0.84~1.38) .559   
800~1,499 0.91  (0.83~1.01) .064   0.90  (0.73~1.11) .329   

Nurse staffing 
grade (vs Grade4) 

         

Grade 1 0.99  (0.87~1.13) .899 .063   1.01  (0.77~1.32) .967  .394  
Grade 2 0.91  (0.81~1.02) .114   0.91  (0.71~1.15) .423   
Grade 3 0.77  (0.68~0.88) <.001   0.78  (0.61~1.01) .057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vs≥0.88) 

         

<0.72 1.01  (0.91~1.12) .844 .139   1.06  (0.95~1.17) .284  .041  
0.72~0.81 1.05  (0.96~1.15) .256   1.08  (0.98~1.18) .106   
0.82~0.87 1.01  (0.93~1.09) .882   1.02  (0.94~1.11) .593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0.98  (0.92~1.05)   - .537   1.00  (1.00~1.00)   - .505  

Lack of fit test p= 0.054, R2=0.258 
p*: p value for trend, CI: confidence interva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LD: 
limited disease, ED: extend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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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2012년 우리나라 폐암 평가체계 개발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로서,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료 구조, 의료 과정 및 의료 결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1.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결과,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 그리고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구조 중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이 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의료 구조와 의료 과정 

본 연구 결과,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이 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병기 III기에서 의료 과정의 질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폐암 병기가 IIIA 혹은 IIIB, 즉 III기인 경우 

TNM병기의 조합이 15가지로 매우 다양하여 치료 방법 선택이 어렵고, 

또한 진료지침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Ouwens 등(2007)의 의료의 질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에서 병기가 진전된 III, IV기에서 의료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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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기관 종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의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ien 등(2008)이 지역병원보다 

의료센터가 의료 과정의 질이 높다고 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진료건수에 따른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을 

시행하였음에도 조사의 편의성으로 조사 대상을 수도권의 13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지역 편차가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작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무작위 

표출된 종합병원 중 일부 기관은 참여를 거부하여 재 선정으로 참여에 

동의한 기관이 포함되고, 이 중 집중적인 암환자 관리가 되고 있는 

암전문병원이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대표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관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인 의료 과정의 질, 특히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성과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의료 과정이 좋을 확률이 높다고 한 

Donabedian(1978)의 주장을 지지하며, 큰 병원일수록 폐암의 진단적 

평가의 질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Chien  et al., 2008)와도 일치한다. 

Mark, Salyer와 Wan (2000)은 기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환자 

중증도와 간호요구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관 규모가 간호등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관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 확보수준도 높았다. 이로 인해 

기관 규모가 클수록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폐암 환자의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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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고, 특히,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성, 수술 과정의 질, 

항암화학요법 과정의 질에 대한 간호등급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상당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환자 상태 사정 및 

그 기록이 충실해지고, 환자 불편감과 부작용 평가 등 간호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의료 과정의 질이 일정 부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호등급의 의료 과정의 질에 대한 효과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의 질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Cho et al., 

2009; Cho & Yun, 2009) 결과와 유사하며, 폐암 환자의 전체 의료의 

질 향상에 간호등급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기관 규모가 크고 간호등급이 높은 병원의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 병기 등의 의료 구조는 의료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료 과정을 통해 의료 결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 구조와 의료 결과 

의료 구조 중 의료보장 형태를 제외한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등의 환자 특성과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 등의 기관 

특성이 폐암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암 

환자에서 의료 구조와 의료 결과 간에 타당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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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성 폐암 환자의 1년 이내 사망 위험이 남성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Wisnivesky & Halm, 2007; Fujisawa et al., 1999; Rich et al., 

2011; Nordquist et al., 2004)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기전은 

불명확하나(Wisnivesky & Halm, 2007), 여성 폐암은 조직 형태가 

선암(adenocarcinoma)인 경우가 많고, 호르몬의 영향이나 유전적 대사 

기능의 영향을 받기 때문(Omoto et al., 2001; Schabath, Wu, 

Vassilopoulou-Sellin, Vaporciyan, & Spitz, 2004; Wisnivesky & 

Halm, 2007)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1년 이내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폐암 환자 대상의 선행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Fujisawa et al., 1999; Rich et al., 2011) 결과와 일치한다. 

고연령일수록 재원일수가 길었는데, 이 또한 특정 폐암 환자 대상의 

선행연구(김세원 등, 2009; McDevitt et al., 2013)와 일본의 모든 폐암 

환자의 재원일수를 비교한 Kuwabara 등(2009)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동반상병 지수가 증가할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다. 

이는 특정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김세원 등, 2009; Rich et al., 2011; Seo et al., 2010; 

Tammemagi et al., 2004; Wisnivesky & Halm, 2007)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동반상병 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암 수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김세원 

등(2009), Kuwabara 등(2009), McDevitt 등(2013)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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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가 진전될수록 1년 생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발성 폐암 진단 환자(Fry et al., 1999; Mountain, 1997; 

Tammemagi et al., 2004), 선암형 폐암 환자(Nordquist et al., 2004), 

비소세포폐암 환자(Rich et al., 2011), 수술한 I, II, III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van Rens et al., 2000), 비소세포폐암 I기 및 II기 

환자(Wisnivesky & Halm, 2007) 등 다양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병기가 진전될수록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기의 진전으로 재원일수와 

의료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Seo 

등(2010)은 수술한 폐암 환자에서 병기 III기에서 재원일수와 

의료비용이 15%씩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Kuwabara 등(2009)은 

진단시 병기가 진전된 경우 재원기간과 의료비용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n 등(2012)은 광역적(localized) 병기일 때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한 총 의료비용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 자료가 입원 요양급여 

청구자료로서 외래방문 일수, 외래 진료 비용과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진전된 병기와 

소세포폐암 병기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주로 받는데, 이들 

치료가 입원 치료를 하여야 하는 수술과는 달리 외래 치료로 많이 

전이되어 있고,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기관은 수도권 13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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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별이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외래방문 일수, 

외래 진료 비용,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관 

종별로 입원치료의 외래 전이나 비급여 진료비가 다를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 뿐만 아니라, 김묘경과 김금순(2013)에 

따르면, 기관별 변이가 적은 상급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은 

재원일수와 의료비의 기관별 변이가 큰데, 변 연구의 조사대상기관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종별 인력 및 시설의 

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 또한 

의료비와 재원일수가 입원 건당 개념이 아니라 2011년 연간 1인당 총 

의료비와 총 재원일수로, 환자들이 진단받은 시점이 다르므로 총 노출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폐암 환자 대상의 본 연구에서 간호등급은 1년 생존,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환 대상의 기존 

연구에서 환자 대비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으면 원내 사망 및 소생실패, 

수술 후 30일 사망률 등 환자 사망률도 감소한다(김윤미 등, 2012; 

Aiken et al., 2002; Aiken et al., 2012)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등급이 원내사망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1년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으면 간호사의 직접 간호시간의 증가로 인한 합병증 

감소로 환자의 재원일수도 감소한다고 한 선행연구(Cho et al., 2003; 

Kane et al., 2007; Needleman 등, 2002; Thungjaroenku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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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등급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영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용 

자료가 상기 설명과 같이 폐암으로 입원 치료받은 환자의 연간 총 

요양급여청구비용으로 진료 건당 의료비용이 아니며,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1~4등급까지만 포함되어 간호등급에 따른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격차를 보기 어려웠다. 

한편, 모든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특정 폐암 환자 

대상의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환자 특성인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수는 변화가 

어려운 요인이므로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 평가 시 이들 변수를 위험도 

보정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폐암 의료의 질 평가에서도 연령, 병기, 전신상태, 동반상병 지수를 

보정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김묘경과 박나영, 2012). 또한, Wright 

등(2008)은 폐암 수술 환자의 지연된 재원기간의 예측요인으로 성, 

연령, 동반상병, ASA 점수, 강제 호기량(FEV1), 흡연 상태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의 위암, 간암, 대장암 수술 환자 

대상 진료결과 평가에서는 성, 연령, 의료보장 형태, 동반상병, 병기 

외에도 수술 유형, ASA 점수 및 해당 암 특이적인 변수 등을 위험도 

보정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관 종별, 기관 규모 등의 기관의 물리적 

특성이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 등의 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변화 용이한 요인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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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이나 결과 평가 시 기관 종별, 기관 규모별로 

나누어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폐암 진료량이 1년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의 수술량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Bilimoria et al., 2008; Birkmeyer et al., 2006; 

Birkmeyer et al., 2007; Finlayson et al., 2003; Goodney, Stukel, 

Lucas, Finlayson, & Birkmeyer, 2003)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수술량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폐암 진료량에 

기관의 내·외과적 진료건수가 모든 포함되었고, 대상자도 내외과적 

환자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폐암 진료량이 

많을수록 수술 과정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ien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Birkmeyer 등(2006)은 고위험의 암 

수술에서 의료 과정이 수술량과 수술 사망률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진료량이 많으면 의료진의 경험이 많아지고 기술이 숙련되며 임상적 

판단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모든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간호등급의 의료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간호사 확보수준을 적절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간호관리료 수가 수준을 임상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 기관에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성현 등, 2008). 

또한, 현재의 병상 대비 간호사 비율 기준은 병상 가동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인상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다르므로 병상 

가동률이 낮은 병원은 간호등급 향상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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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등(2008)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을 

미국과 호주 일부 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근무번당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3) 의료 과정의 질과 의료 결과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1년 생존은 증가하며,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과정이 좋을수록 의료 결과도 좋을 확률이 높다고 한 

Donabedian(1988)의 의견과 일치하며,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 과정 

지표와 의료 결과 간에 타당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의료 과정의 질은 Poisson 

회귀분석에서는 원내 사망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단변량 분석에서는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원내 사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질환 대상의 연구(Meehan et al., 1997; Makdisse 

et al., 2013; López-Cortés et al., 2013)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1년 생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혈성 심질환자에서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중장기 사망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Honeyford 등(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OECD의 연구(Stevanovic, 2011)에 따르면 의료 과정의 질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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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존율을 약 33% 설명한다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 과정의 질이 높을수록 환자 생존,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 등 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폐암 환자의 

결과 개선을 위해 의료 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 적정성 평가 등의 기관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폐암 환자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의료 과정의 질 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임상진료지침의 준수와 전문가의 합의가 필요한 지표를 제외하면, 암 

환자 불편감 감소 및 최적의 치료를 위한 환자 상태 평가와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록의 부실이었다. 일부 의료진은 기본 임상 정보나 환자 

상태 사정에 대한 의무기록 기재 충실성은 기록의 질이지 의료의 질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Donabedian (1966)은 의무기록 

자료가 의료의 질 평가 시 진실성과 완결성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자료일지라도, 단순한 기록의 질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충분한 기록은 의료인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직접 만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Higashi(2010)는 잘못된 

의사소통은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므로 기록의 질은 의료의 

질의 범주에 포함되며, 기록의 질이 높으면 안전한 의료 수행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폐암 환자의 임상병기, 과거 흡연력, 전신상태 평가 또는 

항암화학요법 등의 기록은 최적의 치료를 위한 환자상태 평가이자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러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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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평가 기록이 부실하면 이로 인해 의료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한 충실한 기록으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증진 및 

업무 효율을 도모하여 의료 결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 정책, 연구, 실무와 의료의 질 평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등급의 폐암 환자 의료 과정의 질과 의료 결과에 대한 

효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폐암 환자의 전반적인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지고 재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이 감소되는 등 의료 결과가 

향상되었다. 이는 폐암 환자의 결과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간호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정 간호사 인력 

수준 확보를 위한 정책이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든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의료 

과정의 질을 통해 의료 과정과 결과의 관계, 의료 구조와 결과의 관계를 

살펴본 첫 연구로서,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의료 과정의 질이 좋을수록 폐암 환자 생존 향상 등 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폐암 환자의 결과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과정의 질을 개선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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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구조 중 변경이 어려운 환자 

중증도 요인은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이나 결과 평가 시 위험도 

보정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 구조 중 

단기간에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기관 특성은 의료의 질 평가 시 기관 

특성별로 별도 평가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일부 병원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의무기록의 기록 미비와 이차자료 사용으로 인해 폐암 의료 

결과의 중요한 예측변수일 수 있는 흡연상태, 전신상태(performance 

status) 등을 연구 변수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셋째, 재원일수와 의료비용 자료로 사용된 입원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자료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넷째, 의료 과정의 질 평가지표에 환자 불편감 및 통증 사정, 

정서적·심리적 간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의료 과정에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와 간호 업무에 대한 포함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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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폐암 환자에서 의료 구조와 과정이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 의료 구조인 성, 연령, 동반상병 지수, 병기, 기관 

종별, 기관 규모, 간호등급, 그리고 의료 과정인 전반적 의료 과정의 

질이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였고, 50대의 

재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상병 지수가 높을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과 재원일수가 증가하였고, 병기가 진전될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 특성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재원일수가 짧고, 550~800병상 미만 기관 규모에서 1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낮았으며, 간호등급이 높은 경우 재원일수가 더 짧은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료 과정의 질이 높아질수록 1년 이내 사망할 

위험, 재원일수,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원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는 의료 구조와 의료 과정의 질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암 환자의 의료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 정책이나 의료인의 중재로 변화가 어려운 

환자 특성은 제외하고 중재 가능한 의료 과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폐암 환자 의료 과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폐암 

진료지침 준수뿐만이 아니라 현재 낮은 수준인 환자 상태 사정,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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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질적인 

폐암 환자 의료 제공을 위해 적정 간호사 인력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지가 유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는 폐암 

사망률이 높고, 성, 연령, 병기의 환자 특성이 폐암 환자의 생존을 

설명하는 정도가 상당한 만큼, 보건정책 우선순위를 이미 발생한 폐암 

치료 중심에서 폐암 조기발견과 폐암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연 교육 

등의 폐암 예방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요양급여비용뿐만 아니라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폐암 환자의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폐암 환자의 결과로 환자 증상 완화, 건강관련 삶의 질, 환자 

만족도, 환자 경험 등을 설정하고, 의료 과정의 질 지표로 암 환자 증상 

사정 및 심리·사회적 상담과 다학제적 폐암 의료 전문팀의 활동, 

종양전문간호사의 중재 활동 등을 포함하여 대인관계적 의료 과정에 

따른 의료 결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의료만이 아닌 보다 환자 중심적인 

의료의 질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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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Kaplan Meier 생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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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rvival Curves Stratified by Predictor Variables 

(A: sex, B: age, C: type of health insurance, D: comorbidity index, E: 

stage, F: type of institution, G: hospital size, H: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I: nurse staffing grade, J: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K: quality of diagnostic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L: quality of surgical process, M: quality of 

chemotherapy process, N: quality of 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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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폐암 질 평가 지표 

부문 구분 지표명 

구조 치료대응력 전문인력 구성여부 

과정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과거 흡연력 기록 비율 

전신상태(performance status) 평가기록 비율 

치료 전 정밀 검사 시행 비율 

의뢰 28일 이내 진단과정을 마친 환자의 비율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치료 전의 병리학적 진단의 요약 여부 

외과적 치료 내용에 대한 기록 

항암화학요법 기록 비율,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수술관련 

림프절 절제나 샘플링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 

IIIA(N2)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시 세군데 이상 종격동림프절군 

박리비율 

수술 결정 후 14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의 비율 

항암화학요

법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정기적 화학 요법 받는 환자에서 정기적인 검사의 시행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율 

수행도 0~1의 III, IV기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제제를 포함한 2약제 

병용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비율 

항암제 투여 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여부 

IIIB/IV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화학요법 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 기

록 비율 

방사선치료 

근치적 고선량 흉부 방사선 치료 시 CT simulation 및 3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 시행비율 

방사선 치료과정 중 주 1회 이상 면담, 부작용평가, 전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 여부  

고선량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평가 기록의 비율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고선량 방사선치료시행의 비율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결과 
 

사망률(원내 사망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률,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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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폐암 질 평가 지표의 정의 및 산출식(의료 과정 지표) 

 지표명 정의 및 산출식 

지표 
2 

과거 흡연력 기록 
비율  

대상 환자 중 과거 흡연력 기록 비율이 있는 환
자.  
(과거 흡연력이 기록된 환자 수/ 평가대상 환자 
수) 

지표 
3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  

치료 전 전신상태 평가기록이 있는 환자 비율.  
(항암화학요법이나 근치적 방사선치료 전 
전신상태 평가가 기록된 환자 수 / 
항암화학요법이나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 수)  

지표 
4 

치료 전 정밀 검사 
시행 비율  

환자 중 치료 전 정밀 검사 시행 환자비율.  
(치료 전 정밀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수/ 
평가대상 환자 중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수) 

지표 
5 

의뢰 28일 이내 진
단과정을 마친 환
자의 비율  

진단과정으로 의뢰되어 4주 이내 끝난 환자의 
비율.  
모든 진단절차가 끝난 날(주치의 최종진단일) - 
의뢰일(입원일) 

지표 
6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  

평가 대상 폐암 환자 중 임상의가 암병기(AJCC 
TNM stage)를 의무기록에 기록한 환자 
비율.(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이 있는 
환자수/ 평가대상 환자 수) 

지표 
7 

치료 전의 병리학
적 진단의 요약 여
부 

수술 이외의 치료를 하는 환자에서 이전에 
시행한 병리학적 검사들을 검토, 종합하여 치료 
전에 조직학적 또는 세포학적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환자의 비율.  
(치료 전에 병리학적(세포학적 또는 조직학적) 
진단이 요약 기록된 환자 수/ 폐암 환자 수) 

지표 
8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폐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병리보고서가 
충실하게 기록된 환자의 비율. (세부 병리기록이 
충실하게 기록된 환자 수/ 폐암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수) 

지표 
9 

외과적 치료 내용
에 대한 기록  

수술 가능한 폐암 환자에서 흉부외과의가 
치료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흉부외과의가 치료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수/ 임상병기 I/II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수)  

지표
10 

항암화학요법 기록 
비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폐암 환자 중 시행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 비율.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 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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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 정의 및 산출식 

지표
11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방사선 치료 결과가 
기록된 환자 비율. (방사선치료 결과가 기록된 
환자 수/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수) 

지표
12 

림프절 절제나 샘
플링을 시행한 환
자의 비율 

폐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림프절 
절제나 샘플링을 시행한 환자 비율.  
(림프절 절제나 샘플링을 시행한 환자 수/ 
폐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 수) 

지표
13 

IIIA기(N2) 비소세
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시 최소 세군
데 이상의 종격동 
림프절군 박리비율 

IIIA기(N2)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시 
최소 세군 데 이상의 종격동 림프절 군을 
박리한 환자의 비율. (최소 세군 데 이상의 
종격동 림프절 군을 박리한 환자 수/ 
IIIA기(N2)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한 환자 수) 

지표
14 

수술 결정 후 14일 
이내 수술 받은 환
자 비율 

폐암 수술 결정을 수용한 환자 중 14일 이내에 
수술을 받은 비율. (수술 수용 후 14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 수/ 폐암으로 수술한 환자 수) 

지표
15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중 환자 (또는 
가족)에게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목적, 독성, 
치료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한 기록이 있는 
환자 비율. (항암화학에 대해 동의한 기록이 
있는 환자 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수) 

지표
16 

정기적 화학 요법 
받는 환자에서 정
기적인 검사의 시
행 

정기적인 함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의 검사 시행 여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환자 수/ 정기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 수) 

지표
17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
법 시행률 

II/III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마지막 치료적 
수술 후 8주 이내에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이 
시작된 환자의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수/ II/IIIA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 수) 

지표
18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율 

중등도 위험군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 항구토제를 투여한 환자의 비율.  
(항암제 투여 첫날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수/ 중등도 위험군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환자 수) 

지표
19 

전신상태가 양호한 
III/IV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백금제제
를 포함한 2제 병
합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행도가 좋은(PS 0-1) 진행된 비소세포폐암 
(Ⅲ~Ⅳ기) 에서 백금제제를 포함하는 2제 
병합(platinum doublet)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비율. (백금제제를 포함한 2제 병합 처방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 수/70세 미만의 전신상태가 
양호한(PS 0~1) Ⅲ/Ⅳ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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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 정의 및 산출식 

지표
20 

제한병기 소세포폐
암 환자에서 동시
병용 항암화학방사
선요법 시행비율 

전신상태가 양호한(PS 0-2) 제한병기 
소세포폐암에 대해 동시 병용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 환자 수/ 전신상태가 
양호한(PS 0-2)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 수) 

지표
21 

항암제 투여 시 항
암제 부작용 평가 
여부 

폐암으로 정기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받는 
환자에서 매 주기 전 부작용평가 기록 비율.  
(항암제 부작용 평가를 한 기록이 있는 환자 
수/ 폐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수) 

지표
22 

IIIB/IV기 비소세포
폐암환자의 화학요
법 시 정기적인 종
양반응 평가 기록 
비율 

IIIB/IV기 비소세포폐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
행하고 있는 환자 중 4~6주기의 치료가 끝날 
때마다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 수/ IIIB/IV기 비소세포
폐암으로 항암화학요법 시행 환자 수) 

지표
23 

근치적 고선량 흉
부 방사선 치료 시 
CT simulation 및 
3차원 입체조형 방
사선치료 시행비율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근치적 고선량 흉부 
방사선 치료 시 CT simulation을 포함한 3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CT simulation 및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 수/ 비소세포폐암으로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수) 

지표
24 

방사선 치료과정 
중 주 1회 이상 면
담, 부작용평가, 전
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 여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치료 과정에서 주 
1회 이상 환자면담을 하여 방사선치료 부작용을 
평가하고, 전기적 영상 검교정 시행 확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주 1회 이상 
환자면담, 부작용 평가 및 전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 환자 수/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수) 

지표
25 

고선량 근치적 방
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기록의 
비율 

고선량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를 받은 환자 수/ 
고선량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수) 

지표
26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의 고선량 방사선
치료 시행의 비율 

의학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고선량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고선량 방사선치료 시행 환자 수/ 수술이 
불가능한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수) 

지표
27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에서 동시병용 항
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수술이 불가능한(환자 수술거부 포함)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을 시행한 
비율.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 수/ 
수술이 불가능한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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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의무기록 조사표 

0. 요양기관 일반현황 

1. 폐암진료 전문

인력 구성 

(기준 : 2011.12..31) 

1-1 호흡기내과 전

문의 
○①유 (    명)   ○②무 

1-2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①유 (    명)   ○②무 

1-3 흉부외과전문

의 
○①유 (    명)   ○②무 

1-4 병리전문의 ○①유 (    명)   ○②무 

1-5 방사선종양전

문의 
○①유 (    명)   ○②무 

1-6 영상의학전문

의 
○①유 (    명)   ○②무 

A. 환자정보  

일련번호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까지만 

3.입원개시

일(2011년)  
4. 입원종료일 

 

5. 청구상병

코드  
상병명 

 

6. 폐암구분 ○① 비소세포폐암   ○② 소세포폐암(○제한병기, ○확장병기) 

7. 병기 T:     N:     M:       (stage:         ) 

8. 평가대상  

확인 

평가 대상(2010년 하반기~2011년도에 폐암 처음 진단 받은 환

자)이 맞습니까?  ○①예   ○②아니오(중단) 

9. 체중 ○①유(      )kg  ○②기록없음  

10. 키 ○①유(      )cm  ○②기록없음  

11. 사망 

사망 여부 ○①유 ○②무 

사망 시기 

년    월   일  

○①수술기간내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사망 

○②항암치료 중 사망 

○③기타(                               )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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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료 전 진단 및 검사  

1.최초입원 
(2010.7.1~2011.12.3
1) 

1-1 일자 년 월 일 

1-2 경로 ○①외래 ○②응급실 ○③기타 : 

1-3 내원 사유 

○①타병원에서 전원 

○②이상소견 느껴 해당병원 내원 

○③건강검진상 이상소견으로 내원  

○④기타 

2. 기록 
과거흡연력기록 ○①유(총흡연량: _____pack years )  ○②무 

전신상태 기록 
(ECOG/Karnofsky) 

○①유(______점 또는______% )    ○②무 

3. 진단검사 

3-1 폐기능검사 ○①유(     년   월   일 ) ○②무 

3-2 흉부 CT ○①유 ○②무 

3-2-1 상복부․부

신 포함 
○①유 ○②무 

3-3 PET-CT 또

는 PET 

○①유 ○PET-CT ○PET 

○②무(사유:                           ) 

3-4 뇌 MRI 
또는 CT 

○①유 ○MRI ○CT 

○②무(사유:                           ) 
○③미해당 

3-5 EBUS 또는 

경부 종격동 

내시경(IIIA이상) 

○①유 ○EBUS ○종격동내시경 

○②무(사유                            ) 
○③미해당 

3-6 EGFR 
mutation 
(IV기 NSCLC  
선암종)  

○①유 ○양성 ○음성 

○②무(사유:                           ) 
○③미해당 

4. 임상의 

암병기  

기록 

4-1 내과주치의 
○①유(T:____N:____M:____)(stage:______ ) 
○②무 

4-2 흉부외과의 
○①유(T:____N:____M:____)(stage:______ ) 
○②무 

4-3 종양내과의 
○①유(T:____N:____M:____)(stage:______ ) 
○②무 

4-4 방사선종양 

전문의  

○①유(T:____N:____M:____)(stage:______ ) 
○②무 

5. 병리학적 

진단의 요약 

5-1 병리학적 

진단 요약 
○①유 ○②무 

6. 6. 진단소요기간 
6-1 주치의  

최종 진단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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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술 관련 정보 

1. 폐암 수술 

1-1 수술시행 
○①유:○1회(   ) ○ 2회이상(   )  
○②무(D로) 

1-1-1 재수술  ○①유(                ) ○②무 

1-1-2 재수술  

사유 

○①1차 수술시 사전계획  

○②1차 수술 합병증 

○③기타사유(                       ) 

1-2 수술결정일 

(TS 의뢰답변일) 
○①유(     년   월  일)  ○②무  

1-3 수술일자  
○①1차(    년   월  일)  

○②2차(    년   월  일)  

1-4 응급수술 ○①유          ○②무  

1-5 ASA score ○ Class(○1 ○2 ○3 ○4 ○5) 

2. 병리보고 

2-1 병리보고서 ○①유          ○②무 

2-2 TN병기 기록 ○①유(T:____N:_____) ○②무 

2-3 종양의 위치 ○①유(             ) ○②무 

2-4 종양의 특성 

2-4-1 종양 크기  ○①유(    cm)  ○②무 

2-4-2 기관지나 

폐절제영역에서 거리 
○①유(    cm)  ○②무 

2-5 종양의 국소적 

침윤 확대 기록 
○①유         ○②무 

2-6 림프절 절제 ○①유         ○②무 

2-6-1 절제림프절 수 ○①유( 개)     ○②무 

2-6-2 전이림프절 수  ○①유(    개)    ○②무 

2-7 절제연 상태 ○①양성 ○②음성 ○③기록 무 

2-8 조직학적형태  ○①유(2-8-1번으로) ○②무(2-9번으로) 

2-8-1 조직학적 

형태 (Histologic 
type) 

○①Squamous cell carcinoma  

○②Adenocarcinoma  

○③Large-cell carcinoma 
○④Small cell carcinoma 
○⑤기타(                           ) 

2-9 폐소견 기록

(간질섬유증, 폐

결핵 등) 
○①유 ○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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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림프절 

샘플링 

3-1림프절샘플링 ○①유 ○②무 

3-1-1 우측의 

경우 (중복선택) 

①2번 ②3번 ③4번 ④7번 ⑤8번 ⑥9번  

⑦기관-기관지 앵글(10번)  
⑧폐엽간 림프절(11번)  

3-1-2 좌측의 

경우(중복선택)  

①5번 ②6번 ③7번 ④8번 ⑤9번 ⑥10번 

⑦11번  

4. 종격동 

림프절군 박리 
(IIIA기(N2)NSCLC) 

4-1 박리 여부 ○①유 ○②무 ○③미해당 

4-1-1 박리 부위  ○①한군데 ○②두군데 ○③세군데 이상 

5. 외과적 

치료기록 
 (I/II NSCLC)  

5-1 흉부외과의에 

의한 치료기록 
○①유 ○②무 ○③미해당 

5-2 수술가능성 기록 ○①유(○가능 ○불가 ○환자거절) ○②무 

D. 항암화학요법  

1. 항암제 및 

항구토제 투여 

1-1 항암화학  

요법 시행  
○①유 ○②무(1-1-2로) 

1-1-1 치료 시기  
○①수술전   ○②수술후(  주 or   일 )  
○③주 치료 

1-1-2 미시행  

사유 

○①타기관 전원    ○②재발․전이  

○③환자거부      ○④환자상태 저하 

○⑤항암제 부작용 ○⑥기타(          )  

1-1-3 시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2 항암화학요

법 환자동의서 
○①유 ○②무 

1-2-1 가임기 

환자에 대한 

불임가능성 설명 

○①유 ○②무 ○③미해당 

1-3 항암화학  

요법 기록  
○①유 ○②무 

1-3-1 포함된 기

록(중복선택) 
○①용법 ○②용량 ○③투여일수 

○④총회차 ○⑤체표면적 

1-4 실시한 항암요법 

1-4-1 약제(복수선택가능)  

○①Cisplatin 

○④Paclitaxel  

○⑦Irinotecan 

○⑩Erlotinib 

○⑬Mitomycin 

○⑯Doxorubicin 

○②Carboplatin 

○⑤Etoposide 
○⑧Gemcitabine  

○⑪Pemetrexed 

○⑭Vinblastine 
○⑰UFT  

○③Vinorelbine 
○⑥Docetaxel 
○⑨Ifosfamide 
○⑫Gefitinib 

○⑮Cyclophoshamide 
○⑱Ire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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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Topotecan 

○기타(       ) 
○Belotecan 

 

○Methotrexate 
 

1-4-2 백금제제포함 

2제병합항암요법여부  
○①예 ○② 아니오 ○③미해당 

1-5 첫날 항구토

제 투여  
○①예 ○②아니오 

1-5-1 미투여  

사유 

○①항구토제 부작용 ○②환자거부 

○③기타(                              ) 

1-5-2 Serotonin(5-
HT3) antagonist 
약제(복수선택)  

○①ondansetron 

○③dolasetron 

○⑤ramosetron 

○⑦azasetron 

○②granisetron 

○④palonosetron 

○⑥tropisetron 

○기타 

2. 동시병용 항

암화학방사선

요법(CCRT) 

2-1 대상자 여부 

 (제한병기SCLC) 
○①예(2-2로) ○②아니오(3으로) 

2-2 CCRT 시행 

여부 
○①유 ○②무 

3. 정기적  

검사 시행  

3-1 혈액검사 ○①유 ○②무 

3-1-1 시행주기 
○①월1회이상   ○②2-3개월마다  

○③기타(                   ) 

3-2 간기능 검사 ○①유 ○②무 

3-2-1 시행주기 
○①월1회이상   ○②2-3개월마다  

○③기타(                   ) 

3-3 신장기능검사 ○①유 ○②무 

3-3-1 시행주기 
○①월1회이상   ○②2-3개월마다  

○③기타(                  ) 

3-4  X선 검사 ○①유 ○②무 

3-4-1 시행주기 
○①월1회이상   ○②2-3개월마다  

○③기타(                  ) 

4. 항암제 

부작용평가 

4-1 정기적 항암

치료 매 주기 전 

항암제 부작용 평

가기록  

○①유  

○②무(                           ) 

5. 종양반응평가
(IIIB/IV NSCLC) 

5-1 정기적 종양

반응 평가 기록 

○①유(○CR ○PR ○SD ○PD)  
○②무(        )   ○③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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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방사선 치료 

1. 방사선치료 

기록  

1-1 방사선치료 

시행 

○①유:○근치적 ○고식적 

○②무(                            ) 

1-1-1 치료시기 ○①수술전 ○②수술후 ○③주 치료 

1-1-2 시행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1-1-3 시행 기관 
○①본원 

○②타 병원(                      ) 

1-2 방사선 치료 

기록(복수선택가

능) 

○①총방사선량(    Gy) 
○②분획당 방사선량(     Gy) 
○③분획수(   )  
○④치료부위(위치:             )   
○⑤무 

1-3 치료전 면담 ○①유 ○②무 

1-3-1 면담 주기 ○①주1회이상 ○②월 2-3회 ○③월 1회 

1-4 방사선 치료 

전 부작용 평가  
○①유 ○②무 

1-4-1 평가 주기 ○①주1회이상 ○②월 2-3회 ○③월 1회 

1-5 전기적영상 검교정 ○①유 ○②무 

1-5-1 시행 주기 ○①주1회간격 ○②월 2-3회 ○③월 1회 

2. 근치적 고선

량 방사선치

료 
(:수술불가능 I/II기 

NSCLC) 

2-1 시행 여부 

○①예(기간:      ~       ) 
○②아니오(사유:                   ) 
○③미해당 

2-1-1 SABR ○①유 ○②무 

2-2 CT simulation ○①유 ○②무 

2-3 3차원입조형 
방사선치료 

○①유  

○②무(                            ) 

3.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 

3-1 종양반응 

평가 기록 
○①유 ○②무 ○③미해당 

3-1-1시기(2개월내) ○①예 ○①아니오  

3-2 부작용평가 기록 ○①유 ○②무 ○③미해당 

3-2-1시기(2개월내)  ○①예 ○①아니오  

4.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

선요법 

4-1 대상자여부 
(IIIB NSCLC) 

○①예 ○②아니오(종료) 

4-2 CCRT 시행 ○①유 ○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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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Charlson 동반상병 지수 

구분 ICD-10 국내 상병 청구코드 가중치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I21, I22,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O, 
I13.2, I1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I43, I50,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 I426, I427, 
I428, I429, P29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I70, I71,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Cerebrovascul
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G45, G46,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H340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F00, F01, F02, F03, G30, F051, 
G31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
J47.x, J60.x-J67.x, 
J68.4, J70.1, J70.3 

J40, J41, J42, J43, J44, J45, 
J46, J47, J60, J61, J62, J63, 
J64, J65, J66, J67, I278, I279, 
J684, J701, J703  

Rheumatologi
c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M05, M32, M33, M34, M06, 
M315, M351, M353, M360  

Peptic ulcer 
disease 

K25.x-K28.x 
K25, K26, K27, K28  

Mild liver 
disease  

B18.x, K70.0-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 

B18, K73, K74, K700, K701, 
K702, K703, K709, K717, 
K713, K714, K715, K760, 
K762, K763, K764, K768, 
K769, Z944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s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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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CD-10 국내 상병 청구코드 가중치 

Diabetes with 
complications  

E10.2-E10.5, E10.7, 
E11.2- 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 

E102, E103, E104, E105, 
E107, E112, E113, E114, 
E115, E117, E122, E123, 
E124, E125, E127, E132, 
E133, E134, E135, E137, 
E142, E143, E144, E145, E147  

2 

Hemiplegia 
or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G81, G82, G041, G114, G801, 
G802, G830, G831, G832, 
G833, G834, G839  

Renal 
disease  

I12.0, I13.1, N03.2-
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 

N18, N19, N052, N053, N054, 
N055, N056, N057, N250, 
I120, I131, N032, N033, N034, 
N035, N036, N037, Z490, 
Z491, Z492, Z940, Z992  

Cancer 
(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C00.x-C26.x, C30.x-
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
C8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C15, C17,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30, C31, C32, C33, 
C37, C38, C39, C40, C41, C43, 
C45, C46, C47, C48, C49,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60, C61, C62, C63, 
C64, C65, C66, C67, C68, C69, 
C70, C71, C72, C73, C74, C75, 
C76, C81, C82, C83, C84, C85,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C97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I850, I859, 
I864, I982  

 
3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C77, C78, C79, C80  
6 

AIDS/HIV B20.x-B22.x, B24.x  B20, B21, B22, B24  

환자별 점수 합 17개 분류에 따른 개인별 점수 합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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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tructure and Process of Care on the 
Outcome of Care in Lung Cancer Patients 

Kim, Myo-Gy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eum Soon, RN, Ph.D. 

 

 The increased incidence and mortality of lung cancer is a major 

social problem, and considerable variance in the outcome and 

quality of care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was recently reported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of care in lung cancer patients in Korea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it. 

This is a correlational research study using data from HIRA’s 

quality of care study conducted between March 1 and September 30, 

2012. This study targeted 604 patients from 13 hospitals in the 

Seoul, Gyeonggi metropolitan area,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primary lung cancer and treated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11. Based on Donabedian (1988)’s structure-process-outcome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are on the outcome of care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The 

structure of care involved the patients’ sex, age, type of health 

insurance, comorbidity index, stage, type of institution, hospital size, 



１１３ 

 

volume of care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and nurse staffing 

grade. The process of care involved the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The outcome of care included four dependent 

variables: in-hospital death, one-year survival, length of stay, and 

reimbursement cost. Using SAS EG 5.1, Poisson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structure of care components affecting the process of care, 

were stage, type of institution, hospital size, and nurse staffing 

grade. In particular, as the hospital size and nurse staffing grade 

increased, the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improved 

(p<.001 and p=.024, respectively).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of 

care were patients’ sex, age, comorbidity index, stage, type of 

institution, hospital size, nurse staffing grade, and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First, females had a significantly lower risk of 

one-year mortality (HR 0.53, 95% CI 0.37-0.75). Next, younger 

patients had a lower risk of one-year mortality, and the 50~59 age 

group had a 16% shorter length of stay compared to the ≥80 age 

group. The higher comorbidity index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one-year mortality (p=.021), and longer 

length of stay (p=.024). Advanced stage lung cancer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one-year mortality (p<.001). The 

tertiary hospital showed an 18% shorter length of stay compared to 

the general hospital. The 550~799-bed hospitals showed a 43% 

lower risk of one-year mortality compared to ≥1,500-bed 

hospitals. The higher nurse staffing grade was associated with 

shorter length of stay (p<.05). Lastly, the higher overall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wa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on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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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p<.001), and decreased both length of stay and 

reimbursement cost (p=.020 and p=.041,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outcome of care was 

affected by the structure and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cess of care and strengthen staffing 

policy to have nurses of the appropriate staffing grade and thus 

improve the outcome of care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In 

addition, the priority of public health policy should be changed from 

treatment to the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lung cancer. 

Further study considering the region and including uncovered 

medical expenses is needed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study.   

 

Keywords: lung neoplasms, quality of health care,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 process assessment (health care)  

Student Number: 2003-3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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