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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201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위암은 전세계에서 951,600명이 새로 

진단되었으며, 723,100명이 사망하는 질환이다. 2014년 국내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2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악성 암종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3번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위암은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에 의하여 정해진 

주기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된다.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암을 진단 받는 환자 및 조기 위암으로 진단 받는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위암이 점막에 국한되어 있고 주위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통하여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평가 대상자 22,042명 중 7,206명이 내시경 치료를 받을 정도로 흔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이며,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시술 결과는 시술자에 상당히 

의존적이지만, 환자들은 시술자 및 시술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험 청구 자료를 통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과 관련된 인자들을 확인하여, 환자들이 시술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후 실제 의료 기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을 미리 확인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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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통하여 국내 의료 기관에서 

시행중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본 청구 자료에는 109 의료 기관에서 490명의 환자들에게 509건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한 청구 자료가 있었다. 환자들 나이의 중위값은 66세 

이다. 주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위 악성 신생물인 경우가 213명, 제자리 암종 및 

양성 신생물은 243명이었다. 제자리 암종 및 양성 신생물로 시술 받은 환자 중 

26명은 시술 후 주 질병 코드가 상향 조정되었다. 17개 의료 기관에서 21명의 

환자가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았으며, 두 시술 사이의 중앙값은 29일이었다. 이 

중 6명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받은 의료 기관이 아닌 의료 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표본 청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을 병리 검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위 내시경 점막박리술: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위 절제술: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65명,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15명의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 환자들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위 절제술이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두 시술 사이의 간격 분포를 확인한 결과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이후 1-180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group A) 중 

91.3%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과 직접적 연관이 있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졌지만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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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서 있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모든 의료 기관 청구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하여 분석을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243 의료 기관에서 61,871명의 환자에게 66,521건의 시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이 병변 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증례들만 

분석하였다. 주 질병 코드가 위의 악성 신생물인 경우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병변을 2개 이상 제거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시술과 관련된 

병리 검사 코드가 1번만 청구된 경우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시술 전 림프절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영상학적 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들은 제외하였다. 위 절제술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부터 12월까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술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체 14,969명이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 건수는 시술 의료 

기관의 허가 병상수와 비례 관계가 있으며, 많이 시술하는 의료 기관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550~1050병상수를 가진 의료 기관들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가 1~511건으로 폭 넓은 분포를 보였다. 

환자 나이의 중앙값은 65.6세이며, 남녀 성비는 2.81:1이다. 시술 전 60일 

이내에 영상학적 검사를 받은 환자는 12,069명(80.6%)이다. 위 점막하 내시경 

박리절제술 재원 기간 동안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시행한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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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명이었으며, 의료 기관별 중앙값은 10.7%였다. 검체의 80.2%는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통하여 병리 검사 되었으며,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많이 

할수록, 상급 규모의 병원일 수록 비율이 높았다. 위 절제술은 1,425명이 

받았으며, group A 에 해당하는 환자는 1,218명(8.1%)였다. 1,201명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 받은 의료 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현재 의료 

보험 기준에서는 절대 적응증인 경우에만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비용을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개별 청구 항목마다 보험 공단 지불 액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 비용 중 보험 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의 분포를 

통하여 절대 적응증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비용의 

분포를 통하여 절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과 관련된 지표들 중 환자에게 제공될 경우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 규모는 병상 규모와 비례한다. 하지만, 

550~1050병상수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들은 시술 규모가 매우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환자들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술 받는 병원을 병원 규모가 

아닌 시술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 전 영상학적 검사를 받는 것은 시술 능력 그 자체를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 의료 정책과 관련된 권고 사항을 얼마나 일선 의료 

기관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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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환자의 개별 의학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group A 환자 비율은 의료 기관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그 

사유를 의료 단체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술을 시행받는 환자의 비율은 다른 연구에서 보고되는 시술 후 출혈 환자의 

비율보다 높은 빈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환자별 출혈 정도는 파악할 수 없으나 

비교적 방어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지만 위암에 대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전국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 요 어 :  위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전수 조사, 현황, 청구자료 

학 번 :  201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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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951,600명의 위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였으며, 723,100명이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1] 위암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동부 아시아(대한민국, 몽고, 일본 및 중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다. 국내 자료에 의하면 위암은 

2014년 대한민국에서 29,854명 (남자: 20,087명, 여자: 9.76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갑상선암에 이은 2번째로 흔한 암종이며, 8,917명 (남자: 5,767명, 

여자: 3,150명)이 위암으로 사망하여 폐암, 간암에 이은 3번째로 흔한 암 

사망원인이다.[2] 위암의 표준 치료는 개복을 통한 위 절제술과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이다.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잔존암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재발한 경우와, 수술적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3] 삶의 질을 고려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복적 절제술은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로 대치되고 있다. 또한, 종양이 점막에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이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와 같은 축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4]  

위암은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에 의한 대상 항목 중 하나로 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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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혹은 위내시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2년에는 대상자의 7.5%만이 건강 검진을 받았으나,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47.3%의 대상자가 건강 검진을 

받았다.[5]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5년도(2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는 IA기(pT1N0)에 해당하는 환자가 대상자 22,042명 중 

15,136명(7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이 환자들 중에서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7,20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2.7%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방법 중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올가미(snare)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절개도(electrosurgical knife)를 

이용하여 병변 아래의 점막하층을 직접 박리하는 방법으로 기존 내시경 

점막 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과는 달리 병변 크기가 

크더라도(2cm 이상) 일괄 절제가 가능한 방법이다.[6]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점막에 국한된 위암에서 기존 치료 방법인 위 절제술 및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과 비교하였을 때, 장기 예후에서 큰 차이가 없음이 

여러 연구들로 알려져 있다.[7-10] 그 중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년간 추적 관찰 하였을 때 

내시경 절제술은 위 절제술과 비교하여 무질병 기간(disease-free survival) 

및 재발(recurrence free) 기간은 다소 짧으나 전체 생존(overall survival)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11]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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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위 절제술에 비하여 장기 생존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 방법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위 절제술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림프절 절제술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증례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일본 위암치료규약 

(Japanese gastric cancer treatment guideline 2014, ver 4)에서는 Gotoda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에 대한 기준을 절대 

적응증(absolute indication) 및 확장 적응증(expanded indication)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적응증에 따른 완전 절제술(curative resection)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2] 절대 적응증은 조직학적으로 분화된(differentiated type) 

선암종이며, 표면에 궤양이 없고, 임상적으로 점막에 국한 되어야 

하며(cT1a), 장축 지름이 2cm 이할 경우이다. 확장 적응증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로서, 내시경 점막 

절제술보다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로 제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확장 적응증 기준은 임상적으로 점막에 국한된 종양에, 다음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장축 지름이 2cm이 넘는 

궤양이 없는 분화된 종양, 두 번째로 장축 지름이 3cm 이하이며, 궤양이 

있는 분화된 종양, 마지막 세 번째로 장축 지름이 2cm 이하이며, 궤양이 

없는 미분화 종양(undifferentiated type)이다. 절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완전 절제(curative resection) 여부 판단은 조직학적 검사 소견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완전 절제가 이루어 졌을 것, 

종양의 장축 지름이 2cm 이하일 것, 분화된 종양일 것, 점막에 국한되어 

있을 것, 측면 및 심부 절연 면에서 종양 세포가 관찰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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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혈관계(lymphovascular invasion)로의 침윤이 없을 것이다. 확장 

적응증의 완전 절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완전 절제가 이루어 졌을 

것, 측면 및 심부 절 연면에 종양 세포가 없을 것, 림프혈관계로의 침윤이 

없을 것, (a) 종양 장축 지름 2cm 초과 된 경우 점막에 국한되며 궤양이 

없는 분화된 종양, (b) 종양 장축 지름 3cm 이하에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있는 분화된 종양, (c) 종양 장축 지름 2cm 이하에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미분화된 종양, (d) 종양 장축 지름 3cm 이하에 분화된 종양이지만, 

점막하층으로 500um 미만 침윤인 경우이다. 미분화된 종양 부분이 

일부에서 관찰되는 경우 (a)에서는 2cm 보다 클 경우, (d)에서는 

점막하층으로 침윤하는 부분에서 관찰되는 경우는 불완전 절제술로 

판단한다. 추가적으로 점액성 위암종(mucinous adenocarcinoma)인 부분이 

점막하층에 있는 경우는 위암종의 분화 여부와 상관없이 불완전 절제로 

판단한다. 불완전 절제가 이루어졌더라도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 절제술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로, 분화된 

종양을 완전히 절제한 경우이면서, 측면 절제연에서만 종양 세포가 

관찰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완전 절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지만, 

조각으로 절제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대하여 수술적인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언급한 경우 이외에 

내시경점막하시술과 관련된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비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위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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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시행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대한 치료 결과는 

다음의 연구들과 같다. Chung 등이 952명의 환자에서 시행한 1000례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를 2009년에 보고하였다.[13] 이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국내 6개 병원에서 시행한 

534례의 위 암종과 466례의 위 선종(gastric adenoma)을 대상으로 하였다. 

953건에서 종양의 완전 절제가(en bloc resection) 이루어졌으며, 이 

증례들에서 절연면에 종양 세포가 남아있거나 림프혈관계로의 침윤 

(lymphovascular invasion) 등이 있는 76례(7.6%) 를 제외하여 877례 

(87.7%)에서 완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출혈은 156례 

(15.6%), 천공은 12례(1.2%)에서 발생하였다. 합병증 및 불완전 절제(non-

curative resection)로 30례(3.0%)에서 위 절제술이 이루어졌다. Jung 등은 

2004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단일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1,743건의 위 

내시경점막절제술 결과를 보고하였다.[14] 이 연구에서는 천공이나 출혈이 

27건 (1.5%), 단편 절제(piecemeal resection) 91건 (5.2%), 불완전 

절제(incomplete resection) 118건(6.8%)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Choi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12개 의료기관에서 위 선암종으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712건의 결과를 보고하였다.[15] 

135건(18.3%)에서 불완전 절제되었으며, 이 중 50건(7.2%)에서는 추가적 

위 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1건(0.1%)에서는 추가적 시술(argon plasma 

coagulation)이 시행되었다. 84건(11.8%)에서는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다. 

Noh 등은 단일 의료기관에서 2002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512건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결과를 보고하였다.[16] 이 연구에 포함된 



6 

위암종은 511건(33.8%), 위 선종은 1,001건(66.2%) 였으며, 이 환자들 

중에서 32명(위암종 27건, 위 선종 5건)이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았다. 

Sunagawa 등은 단일 의료기관에서 2005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시행된 

위암종 1,884건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결과를 보고하였다.[17] 

이 연구에서는 535건(28.4%)이 불완전 절제가 이루어졌으며, 이 환자들 

중에서 200명이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선암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3%에서 11.6%까지 환자들이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은 장기간 추적 관찰을 가지는 단일 기관 

연구이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다기관 연구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은 환자의 병원 이동에 관한 것을 

고려할 수 없으며, 학회 및 논문 등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평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위암에 대하여 2차례 위암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18] 첫 번째는 

2014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위암 수술환자가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된 ‘2014년도(1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에 

의하여 원발성 위암(C16)으로 분류된 환자들 중에서 내시경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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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건수가 150건 미만인 경우는 

전수 조사를 150건 이상인 경우는 기관별 150건 표본 조사를 하였으며, 위 

절제술과 내시경절제술은 7:3의 비율로 반영하여 추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211 의료기관에서 12,127건이 평가 대상이 해당되었다. 이 

중에서 219건이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평가되었다. 

이 중에서 평균 76.3%(상급종합병원 77.8%, 종합병원 73.3%)만이 추가적 

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2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이다. 232 의료기관에서 

24,127건이 포함되었다.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 절제술은 405건 

중 84.4%에서 시행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62건 중 91.2%, 종합병원은 

140명 중 71.2%, 병원은 2명 중 50.0%, 의원인 1명 중 100%가 해당이 

되었다. 

국내에서 위 내시경점막하 절제술은 2008년 1차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에 의하여 조건부 비급여가 결정되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94호(2011.8.25)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급여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9호(2011.10.21)에 의하여 본인일부부담 

기준이 정해졌다. 이 고시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본인 일부 

부담 기준은 위에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장경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은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그리고 점막하 종양이다. 본인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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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가장 최근 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6호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병원 이동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이다. 우선 청구 자료를 통하여 전국에서 

시행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추가적 위 절제술을 포함한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발표된 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료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써, 학술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 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런 현황 파악을 통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환자들이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을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제 2절 연구의 구성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이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19] 환자 표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적으로 추출된 자료로 초기 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청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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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분석에 필요한 알고리즘 구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청구 자료는 입원 기간별로 시행된 각종 검사나 시술 등에 대하여 

시계열 정보 및 환자의 의무 기록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 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찰하여 원 청구 자료를 분석할 때에 참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모두 받은 환자의 병리 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 청구 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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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본 자료 분석 

제 1절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료 개시일 

기준 1년간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연구목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9, 20] 2017년 9월 현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된 표본의 특징에 따라서 4종류로 제공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약 13%가 추출된 입원환자데이터셋(HIRA – National Inpatient 

Sample), 전체 환자의 약 3.3%가 추출된 전체환자데이터셋(HIRA – National 

Patient Sample),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약 20%가 추출된 

고령환자데이터셋(HIRA – Adult Patient Sample),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환자의 약 10%가 추출된 소아청소년환자데이터셋이다(HIRA – 

Pediatric Patient Sample). Kim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본 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제시하였다.[21] 급여가 인정된 

의료 이용 내역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 및 시술 내역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진단명의 정확성은 외래보다는 입원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보다는 위중한 환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진단명 및 시술에서 의사의 개인차, 

관습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서 의사의 진료 과정과 

임상 환경, 병원의 청구 과정, 건강보험급여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표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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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수를 확보해야 대표성 및 유의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은 질환의 경우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원 청구 자료와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별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수의 

분포를 확인하여 본다. 그리고 시술 당시의 주 질병 코드를 확인하고, 이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주 질병 코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이러한 환자들을 찾기 위하여 어떤 

분포를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제 2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에 의하여 면제 심의 대상임을 확인 받았다(IRB 번호: E-1605-053-

760). 이 연구에 사용한 표본 자료는 2013년 전체 환자를 3.3%의 확률로 

추출한 전체환자데이터셋(HIRA-NPS-2013-0094)이다. 이 표본 자료는 

전체 26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파일 크기는 16.6 

기가바이트(gigabytes)이다. 분석에 사용된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는 i3-2120 3.30 GHz (Intel, Santa Clara, CA, 

USA), 주기억장치(main memory unit)은 32기가바이트이다. 운영체제는 

Ubuntu 14.04.3 long-term support 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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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R 버전 3.2.2 이다.[22]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시술 코드 QZ933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중 점막하 박리 절제술)와 세부 코드를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위 절제술 검색에 사용한 시술 코드는 <표 2-1>과 같다. 

<표 2-1. 위 절제술 시술 코드 목록> 

코드 분류 1 분류 2 분류 3 

Q2533 위 전 절제술 복부 접근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6 위 전 절제술 복부 접근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534 위 전 절제술 흉복부접근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7 위 전 절제술 흉복부접근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594 위아전절제술 부분 절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1 위아전절제술 부분 절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2 위아전절제술 원위부절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3 위아전절제술 원위부절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0254 위아전절제술 유문부보존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0255 위아전절제술 유문부보존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는 <표 2-2>와 같은 병리 검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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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검체를 사용되는 병리 검사 코드 종류> 

검사 코드 분류 1 분류 2 분류 3 

C5916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 - 

C5917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7개 이상 - 

C5500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파라핀 블록: 15개 이하 

C5504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파라핀 블록: 16개 이상 

C5508 조직학적 구축 검사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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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결과 

표본자료에는 1,361,717명의 환자들의 22,344,536건의 청구 내역 번호가 

있었다. 이 자료에는 109의료기관에서 490명의 환자에서 509건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이 시행된 것이 포함되었다. 이 환자들 중에서 21명의 

환자가 위 절제술을 받았다. 109 의료기관별 환자의 분포는 <그림 2-1>과 

같다. 환자는 중위 값으로 3명, 1사분위 1명, 3사분위 6명, 최대값 26명 

이었다. 환자 나이의 중위 값은 66.0세 (1사분위 58세, 3사분위 71.75세) 

였다. 472명은 1번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았으며, 17명은 2번, 1명은 

3번 시행 받았다. 이 17명 환자 중에서 10명의 환자는 재원 기간 중 2번 

시행 받은 환자들이었으며, 8명의 환자는 각각 다른 재원 기간에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15 

 
<그림 2-1. 의료기관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환자 수>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을 당시 주 질병 코드에 따른 환자수 분포는 

<표 2-3>와 같다. 내원 당시 주 질병 코드가 위의 악성 신생물인 환자는 

213명 (43.5%) 였으며, 양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을 포함한 기타 환자는 

전체 277명 (56.5%) 였다.  

  



16 

<표 2-3.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입원 당시 주 질병 코드별 환자 수> 

주 질병 코드 용어 환자 수 

C16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213 

D00.2 
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tomach 
17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Benign neoplasm of stomach 
226 

D13.9 
부위 불명 소화 계통의 양성 신생물 

Benign neoplasm of digestive system NOS 
1 

기타  33 

 

입원 당시 주 질병 코드가 위 악성 신생물이 아닌 277명의 환자들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 주 질병 코드가 상향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았으며, 이 결과는 <표 2-4>에 있다. 248명(89.5%)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도 주 질병 코드가 변경되지 않았다. 

26명(9.4%)은 악성 신생물로 변경되었으며, 3명(1.1%)은 제자리암종으로 

변경되었다. 

<표 2-4.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주 질병 코드의 변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당시 주 질병 

코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주 질병 코드 

변화 없음 C16으로 변경 D00.2로 변경 

D00.2 10 7 0 

D13.1 205 18 3 

D13.9 0 1 0 

기타 33 0 0 

총합 248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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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17 의료기관 21명이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았다. 13개 의료기관에서는 1명씩, 4개 의료기관에서는 

2명씩 확인되었다. 이 환자들에 대하여 <표 2-5>에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을 때의 주 질병 코드 및 시술 받은 병원의 종류, 

위 절제술의 종류 및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내원일로부터 위 절제술 

내원 입원일까지의 날짜의 분포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이 시행된 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을 당시 17명은 위 신생물, 3명은 위 양성 

신생물, 1명은 부위 불명 소화 계통의 양성 신생물을 주 질병 코드로 

가지고 있었다. 위 절제술을 받을 당시 2명의 환자가 추가로 위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주 질병 코드를 가지고 있었으며, 1명은 제자리 

암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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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을 때의 주 질병 코드 및 시술 받은 병원의 종류, 위 절제술의 종류 및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내원일로부터 위 절제술 내원 입원일까지의 날짜의 분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위 절제술 

주 질병 코드 병원종류 행정구역  주 질병코드 병원종류 행정구역 수술코드 날짜 간격 동일 의료기관 

C16 종합 서울  C16 상급 서울 Q2533 20 아니오 

C16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0252 4 예 

C16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2533 13 예 

C16 종합 경기  C16 종합 경기 Q0252 35 예 

C16 종합 전북  C16 종합 전북 Q2533 201 예 

C16 종합 대전  C16 종합 대전 Q2533 18 아니오 

C16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0252 22 예 

C16 상급 부산  C16 상급 부산 Q0252 23 아니오 

C16 종합 경기  C16 상급 서울 Q0252 19 아니오 

C16 종합 서울  C16 종합 서울 Q0252 14 예 

C16 상급 충북  C16 상급 충북 Q0252 35 예 

C16 상급 대구  C16 상급 대구 Q0252 32 예 

C16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0252 38 예 

C16 종합 대구  C16 상급 서울 Q0252 47 아니오 

C16 종합 충북  C16 종합 충북 Q0252 19 예 

C16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0252 2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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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2533 79 아니오 

D13.1 상급 부산  D13.1 상급 부산 Q0251 0 예 

D13.1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0252 52 예 

D13.1 종합 인천  D00.2 종합 인천 Q0252 42 예 

D13.9 상급 서울  C16 상급 서울 Q2533 174 예 



20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내원한 날짜와 위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날짜 간격의 분포는 <그림 2-2>와 같다. 중앙값은 29일, 

1사분위값은 19일, 3사분위 값은 42일, 최대값은 201일 이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 절제술과 같은 재원 기간에 받은 환자가 1명 

있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같은 병원에서 시술 

받은 환자는 15명(71.4%), 서로 다른 병원에서 시행 받은 환자는 

6명(28.6%)이었다. 이 6명의 환자들 중에서 같은 행정구역내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4명이었으며, 2명의 환자는 모두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위 절제술 내원 당시 제자리 암종이 주 

질병 코드인 1명과 위 신생물은 19명을 포함한 20명은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한 위 절제술을 받았다. 양성 신생물로 내원한 1명은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지 않은 위 절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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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내원한 날짜와 위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날짜의 분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가 어떤 병리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지에 대하여 <표 2-6>에, 그리고 면역화학검사는 얼마만큼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표 2-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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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입원 당시 주 상병 코드에 따른 

병리 검사 코드 분포> 

검사코드 C16 D00.2 D13.1 D13.9 기타 총합 

C5500 6 0 5 0 0 11 

C5508 158 3 139 1 28 329 

C5916 16 3 51 0 2 72 

C5917 22 11 25 0 2 60 

총합 202 17 220 1 32 472 

 

<표 2-7.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입원 당시 주 상병 코드에 따른 

면역화학검사 숫자 분포> 

숫자 C16 D00.2 D13.1 D13.9 기타 총합 

0 136 14 187 1 28 366 

1 42 1 25 0 1 69 

2 12 0 5 0 2 19 

3 2 1 3 0 1 7 

4 2 1 0 0 0 3 

5 3 0 0 0 0 3 

6 5 0 0 0 0 5 

총합 202 17 220 1 32 472 

 

제 4절 논의 

이번 연구를 통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추가적 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를 추적하는 부분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현황을 일부 확인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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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체계는 의료 기관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급 

의료 기관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있다. 이에 대한 측면을 확인하여 

보면 상위 5개 의료 기관이 100명(20.4%)의 환자에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표본 자료이기는 하지만 5명 이하의 환자에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 기관은 78개(71.6%)이다. 

이러한 분포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도 국내 상위의 의료 기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는 과정에서 입력되는 

주 질병 코드는 이전에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시행한 병리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5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은 전체 의료 기관 평균 98.1%이다. 보고서에서 

내시경 검사 당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전에 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확진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내시경 검사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로 얻을 수 

있는 조직의 크기가 작고, 추후 시술을 위하여 변연부에서 생검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로 얻는 검체와 진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Lim 등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단일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1,701명 환자의 1,850건 생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23] 그 결과 전체 31.7%에 해당하는 

587건에서 내시경 절제술 이전의 조직학적 검사 결과와 내시경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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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조직 검사 결과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 

신생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저등급 및 고등급으로 그 기준을 나누어서 

진단을 하고 치료적 방침을 결정하지만, KCD 질병 코드는 그 등급에 

대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를 반영하여 Lim 등의 보고한 

결과를 다시 분석하였다. 내시경 절제술 이전의 조직 검사에서 양성 

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1,269건 중 내시경 절제술 이후에 악성 신생물로 

변경된 경우는 281건으로 22.1%가 조직학적 진단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 Lee 등은 단일 의료기관에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의 양성 및 악성 신생물로 내시경 절제술이나 위 절제술을 받기 위한 

환자 2,0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술 전후의 진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24] 

이 연구 내용 중에서 양성 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326명의 환자 중 

64명(16.3%)은 시술 후 악성 신생물로 진단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향 조정된 환자는 저등급 양성 신생물(10/162, 6.2%)에서 보다 고등급 

양성 신생물(33.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 병원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진단명의 변화는 청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주 

질병 코드의 변화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청구 

자료에서는 병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없다. 즉, 병변이 위에 한 개만 있을 

경우 주 질병 코드의 변화를 통하여 진단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 병변이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병변에서 

생검 및 절제술을 시행하여 주 질병 코드가 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청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있어서 한계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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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고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6명(28.6%)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표본 자료에서 확인된 이러한 

환자의 비율이 원 청구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동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추적할 경우 무시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원 청구 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내시경 박리 절제술 이후 위 절제술을 60일 이내에 받는 경우는 

18명(85.7%)이며, 90일 이내에 받는 경우는 19명(90.5%)이다. 하지만,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무관한 이유로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연관된 위 절제술 환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실제 병원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오차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병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권고안은 없다. 표본 

자료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중에 조직학적 구축 검사 검사 코드(C5508)이 329건(69.7%)에서 

확인되었다. 과반수의 검체가 조직학적 구축 검사 방법으로 병리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조직학적 구축 검사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를 취급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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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로 입원한 기간 동안 106(22.5%)건에서 

면역화학검사가 처방 되었다. 악성 신생물의 경우 66건(32.7%), 양성 

신생물의 경우 33건(15.0%)에서 면역화학검사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청구 

자료에서 면역화학검사는 어떤 항체로 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하나의 청구 코드(C5575)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면역화학검사 

여부가 추가 분석에 고려되더라도 어떤 검사가 시행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 기관과 재원 기간 중 시행되는 병리 검사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추가적 위 절제술 시행 

받은 환자를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청구 자료에는 임상 정보와 청구 기간에 포함된 각종 시술의 시계열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하나의 병변만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두 개 이상의 병변이나 기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청구 자료 분석 하기에 앞서, 

실제 의료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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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내시경 점막 박리 절제술 이후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실제 의료 기관 현황 

분석 

제 1절 서론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청구 

자료를 통하여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표본 청구 자료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 자료에는 임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과 위 

절제술을 통하여 입원한 기간의 차이를 통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연관 위 절제술을 정의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병원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찾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적 위 절제술을 여부를 파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와 위 절제술 검체의 병리 검사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이러한 검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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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방법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찾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병리 검사 보고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부분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에 의하여 면제심의대상(IRB 번호: E-1606-001-764)임을 확인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의 병리 검사 보고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부분은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승인 받은(과제 번호: 

2017-0627) 연구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병리 검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데이터베이스인 HuPAX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dissection” 단어가 포함된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들을 추출한 후 이 보고서 중에서 위에서 시행한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들을 찾기 위하여 “stomach”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병리 보고서들을 추출 하였다. 이 그룹을 위 점막 내시경 박리 절제술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위 절제술 병리 검사 보고서를 찾기 위하여 

“gastrectomy” 단어가 포함된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들을 별도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환자 

번호를 찾았다. 이렇게 교차 확인으로 찾은 환자 번호에 대한 병리 

보고서들을 직접 검토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이와 연관된 

위 절제술을 확인하였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과의 

시간적 간격은 병리 검체 접수 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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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의 병리 검사 보고서는 병원정보시스템인 AMIS 2.0을 

사용하여 병리 검사 코드를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내시경 점막 절제술 검체는 P1002M 병리 검사 

코드를 주로 사용하며, 2012년도 접수된 일부 검체는 P1080M Mucosectomy 

(Stomach) 병리 검사 코드를 사용한다. 위 절제 검체의 경우 P1079와 

P1080 병리 검사 코드를 사용하여 처방을 한다. AMIS 2.0을 사용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에 사용되는 병리 검사 코드가 포함된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위 절제술에 사용된 병리 검사 코드가 포함된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 두 목록에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환자 번호 목록을 

추출한 다음, 이 증례들을 대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제 4장에서 언급할 원 청구 자료 연구에서의 연구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행한 것을, 위 절제술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한 것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절대 및 확장 적응증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절대 

적응증과 확장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제 3절 결과 

연구 기간 중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모두 받은 

환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65명, 서울아산병원에서 215명 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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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위 절제술이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48명(73.8%), 서울아산병원에서는 179명(83.3%)이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이 있는 이유로 위 절제술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들과 서울아산병원 환자들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은 날짜의 차이에 대한 분포는 각각 <그림 3-

1>과 <그림 3-2>에 있으며, 두 병원의 환자들을 합한 경우는 <그림 3-

3>에 있다. 

 
<그림 3-1.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들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 기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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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아산병원 환자들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 기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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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환자들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 기간 분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27명을 위 

절제술과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의 시간 간격에 따른 누적 

분포를 <그림 3-4>로 확인하여 보았다. 처음 20일까지는 11명(4.8%)이 위 

절제술을 받으며, 누적 그래프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그 이후 80일 

까지 200명(88.1%)이 위 절제술을 받으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후 

180일까지 다시 누적 환자수가 완만하게 상승하여 221명(97.4%)의 환자가 

위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에는 상승 속도가 훨씬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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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 두 시술 사이 날짜 간격에 따른 누적 환자 

비율> 

 

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과 직접적 관련 없이 위 절제술을 받은 53명에 

대하여 두 시술 사이의 간격을 살펴 보았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기 850일 전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부터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1137일 이후까지 관찰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해당 환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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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경우를 종합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받은 이후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직접적으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이 있는 환자의 비율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의 날짜에 

따라서 <그림 3-5>에서 확인하여 보았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118일까지 이 환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91.8%로 최고 값을 가지며, 이후 조금씩 비율이 감소하여 

180일에는 91.3%, 250일에는 90.3%, 500일에는 86.3%가 된다.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의 연관성 및 1~180일을 기준으로 하여 1~180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표 3-1>에 정리하였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후 1~180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46명(90.2%), 서울아산병원은 175명(91.6%)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유로 위 절제술을 받았으며, 두 

병원을 합산하였을 경우 221명(9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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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받은 이후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두 시술 사이의 기간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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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 연관성 및 두 시술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른 분류> 

 
두 시술 간격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직접 관련 있음 관련 없음 

서울대학교병원 1~180일 46 5 

 기타 2 12 

서울아산병원 1~180일 175 16 

 기타 4 20 

합산 1~180일 221 21 

 기타 6 32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증례들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 병리 보고서 내용을 일본 

위암치료규약에 언급하고 있는 4가지 추가적 위 절제술 사유(절 연면에 

종양 세포 존재 여부, 종양 세포가 림프혈관계 침윤이 확인되는 경우, 

침윤 깊이, 점액성 선암종 여부)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절대 적응증(절대), 

확장 적응증(확장) 및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각각 

17례, 22례, 9례 였으며, 서울아산병원은 39례, 94례, 46례 이었다. 점액성 

선암종에 해당하는 증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증례, 서울아산병원에서 

6증례가 있었으며, 모두 점막하층으로의 침윤이 있었다. 절연면에 

종양세포가 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8증례, 서울아산병원에서 

64증례가 있었다. 종양 세포가 림프혈관계 침윤이 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7증례, 서울아산병원에서 71증례가 있었다. 

점막하층으로 침윤이 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40증례, 

서울아산병원에서 129증례가 있었다. <표 3-2>에 점액성 종양에 대한 



37 

부분을 정리하였고, <표 3-3>에 비점액성 종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4가지 추가적 위 절제술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미분화 

선암종으로 진단되어 위 절제술을 권유 받은 14명의 환자가 있었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 절제술 

검체에 대한 병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잔여 병변 여부에 따라서 <표 3-

4>에 정리하였다. 위 절제술 검체에서 잔여 병변이 없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2명(66.7%), 서울아산병원에서는 138명(77.1%)였다. 

잔여 병변이 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6례, 서울아산병원에서 

41례 였다. 림프절 전이 없이 위에 병변이 남아 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9례, 서울아산병원에서 26례 였다. 위에 잔여 병변은 

없으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은 6례, 

서울아산병원이 12례 였다. 위에 잔여 병변과 림프절 전이가 모두 발견된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1례, 서울아산병원이 3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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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점액성 종양에서 위 절제술 사유 분석>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침윤 깊이 림프혈관계 침윤 절연면 종양 세포 여부 절대 확장 기타 절대 확장 기타 

점막하층 없음 없음 0 0 0 1 0 0 

  있음 0 0 0 0 1 2 

 있음 없음 0 1 0 0 2 0 

  있음 0 0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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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비점액성 종양에서 위 절제술 사유 분석>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침윤 깊이 림프혈관계 침윤 절연면 종양 세포 여부 절대 확장 기타 절대 확장 기타 

점막 국한 없음 없음 0 0 0 2 6 6 

  있음 0 2 1 1 7 13 

 있음 없음 0 2 0 5 4 0 

  있음 0 0 1 0 0 0 

점막하층 없음 없음 0 0 0 15 20 5 

  있음 5 6 5 2 14 11 

 있음 없음 9 6 1 10 29 7 

  있음 3 5 0 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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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잔여 병변 여부에 따른 위 절제 검체 병리 검사 보고서 분석>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절대 확장 기타 절대 확장 기타 

잔여 병변 없음 13 15 4 33 77 28 

잔여 병변 있음       

주 병변 1 5 3 3 12 11 

림프절 전이 3 2 1 2 5 5 

모두 다 있음 0 0 1 1 0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출혈이나 천공을 이유로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찾을 수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내시경적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출혈로 2명의 환자가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았다. 그 중 1명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하고 있는 중에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다른 1명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지속적인 혈변과 출혈로 인하여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았다. 

 

제 4절 논의 

이번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병리 결과 보고서를 통한 

연구에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1~180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91.3%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유로 위 절제술을 받았다. 1례를 제외하고 

모두 퇴원 이후 재입원을 통하여 위 절제술을 받았다. 시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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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 두 시술이 항상 동일 재원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과 직접적 관련 없지만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의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는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 때문이었다. 즉, 위의 두 곳 이상에서 종양이 발생하고, 그 중 보다 

상부에 생긴 종양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변이라고 판단된 경우 상부의 병변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로 

치료하고, 하부의 병변은 위 아전절제술로 치료한 경우였다. 다만, 이 경우 

두 군데 이상의 병변의 조직학적 진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 질병 

코드가 어떤 질환을 대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임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한계점이 될 것이다. 

제 2장에서 다룬 표본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 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위 절제술 이후에 위 내시경 점막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술 당시 여러 병변이 

있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두 시술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청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 간격은 1~180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점액성 선암종의 경우 점막하층에 있는 경우 침윤 깊이나 림프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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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 절연면 등과 무관하게 위 절제술의 적응증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8명(2.9%)가 점액선 선암종 이었고,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기 위암의 

1.0%까지 빈도가 보고되고 있다.[25] 청구 자료에서는 병변의 조직학적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점액성 선암종이 드문 암종이기 때문에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점액성 선암종에 대한 조직학적 고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추가적 위 절제술 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학적 분화도가 나쁘기 때문에 추가적 위 

절제술을 권유 받아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14명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환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두 

의료기관의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에 치료 방침이 서로 상이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 환자의 비율은 비점액성 종양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173명 중 8.1%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고 있다. 

하지만, 청구 자료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규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검체의 

약 1/3에서 잔여 병변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잔여 병변은 절대 및 

확장 적응증, 그리고 기타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 위 

절제술 적응증이 되는 경우 수술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1~180 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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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 절제술로 정의할 경우 91.3%가 실제로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 절제술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 위 절제술이 필요한 항목은 절대 및 확장 적응증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기관별로 상이한 조기 

위암 치료 방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원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추가적 위 절제술을 

포함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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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이용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현황 

분석 

 

제 1절 서론 

제 2장 연구를 통하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환자들과 그 가운데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1명의 환자 중 6명(28.6%)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의료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약 

1/3에 해당하는 비율이 원 청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의료 기관의 

이동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추가적 위 

절제술 비율을 고려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임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된 위 절제술 비율을 평가한다고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기 내에 시행된 위 절제술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장 연구를 통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180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선택할 경우(group A), 이 기간 동안 시행된 위 절제술 중 91.3%는 



45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 

절제술 환자의 97.4%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청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여러 병변에 다양한 종류의 진단명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연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 청구 자료를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한 이후에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위 점막하 내시경 박리 절제술은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위 림프절로의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을 치료적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술 방법이지만, 시술 성적은 매우 시술자 의존적이다.[26, 27] 

시술자 의존적인 결과는 병변의 완전 절제 여부와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병변의 완전 절제 여부는 청구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중 추가적 위 절제술 항목은 

청구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청구 자료를 사용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시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자들을 의료 기관별로 분석을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의료 기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인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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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시술 

받은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의료 체계에서 의료 보험에서 지원되는 시술인 경우 금액 청부 

방식은 의료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불 요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여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 청구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는 달리 

원격접속분석시스템(https://ras.hira.or.kr/)을 제공하여 연구자에게 분석이 

조금 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된 지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 청구 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 

면제를 받았다(IRB 번호: E-1606-001-7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청구 코드: QZ933)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모든 의료 기관 이용 내역을 요청하였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모든 소화 기관에서 시행 가능하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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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하더라도 다양한 조직학적 유형으로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질병 코드가 C16 및 하위 항목만 있는 경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하는 동안 검체와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청구 코드(<표 2-2>) 는 1번만 청구된 것을 선택 

하였다. 관련 인자 분석을 위하여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3개월 동안 시행된 것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 절제술은 <표 2-1>에 해당 하는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제 

3장의 연구에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된 위 절제술에 설상 

절제술(wedge resection)은 없었고,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에 

설상 절제술이 시행된 경우는 점막하 종양(submucosal tumor)가 있는 

경우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의료 기관의 분류는 2015년 

12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 기관 정보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 기관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인 병원 침상 수를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와 함께 비교하였다. 의료 기관 별로 

환자의 평균 나이를 확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위 절제술 혹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60일 이내에 

림프절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복부 조영 증강 전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은 환자의 비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환자가 조영 증강 전산화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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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나 촬영시 사용하는 조영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비조영(non-contrast)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복부 자기 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술 90일 이내에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제 2장의 연구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는 주로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통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 청구 자료를 사용한 이번 연구에서는 검체가 조직학적 

구축 검사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였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청구 코드: Q7620)를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입원 당시에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퇴원 이후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환자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환자들의 상병 코드 

숫자를 의료 기관별로 확인하였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위 

절제술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술 받은 기간 동안 시행되었는지 

혹은 퇴원 후 1~180일 이내에 시행 받았는지(group A)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 절제술이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원에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다른 의료 기관에서 시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또는 위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경우 병원 내 

사망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 시술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사 건수와 의료 

기관 분류에 따라 의료 기관을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분류 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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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와 두 번째는 검사 건수에 따른 분류이다. 첫 번째는 3단계 분류로 

1~50건을 소규모(소1), 51~400건을 중규모(중1), 401건 이상인 경우를 

대규모(대1) 의료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는 2단계 분류로 

1~100건을 소규모(소2), 101건 이상인 경우를 대규모(대2) 의료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의료 기관 종류에 따른 분류로 상급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종합), 병원 및 의원(병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른 의료 

기관의 숫자 및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의 분포는 <표 4-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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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비교 그룹에 따른 의료 기관 및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 분포> 

비교 그룹 의료 기관 수 
비교 그룹에 따른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 

최소 1사분위 중위 평균 3사분위 최대 총합 

소1 114 1 2 6 11.39 17 47 1,298 

중1 54 53 92 135.5 147.5 187.8 328 7,967 

대1 8 457 501.2 533 713 941.8 1,175 5,704 

         

소2 131 1 2 9 19.46 28 95 2,549 

대2 45 101 139 187 276 298 1,175 12,420 

         

상급 43 42 103.5 162 249.4 274 1,175 10,725 

종합 111 1 2.5 12 37.19 35 511 4,128 

병원 22 1 1.25 3.5 5.273 5.75 20 116 

비교 그룹 분류에 따른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 기준: 소1: 1~50건, 중1: 51~400건, 대1: 401건 이상, 소2: 

1~100건, 대2: 10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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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격접속분석시스템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반출 

가능한 형태로 결과를 정리한 후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R 

3.4.3를 사용하였다.[22]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Wilk 

Normality Test를 사용하였으며, 비교 그룹 사이의 비교를 위하여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정규성 분포를 만족하지 않은 경우 3그룹 이상의 

그룹 비교를 위하여 “nparcomp”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3절 결과 

원 청구 자료에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분석하였을 때, 243 의료기관에서 61,871명 환자에게 

66,521건이 시술 되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는 동안 병원내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1~9회 

시행되었고, 위 절제술은 0~2회 시행되었다. 이 분포는 <표 4-2>에 

정리하였다. 전체 환자 중 93.3%(57,698명)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관찰 기간 동안 1회 시술 받았다. 95.9% (59,360명)의 환자는 위 

절제술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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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위 절제술 환자 분포 (단위: 명)> 

 위 절제술 시행 횟수  

점막하 내시경 박리 절제술 횟수 0 1 2 총합 

1 55,357 2,329 12 57,698 

2 3,648 153 4 3,805 

3 278 6 3 287 

4 61 4 - 65 

5 10 - - 10 

6 3 - - 3 

7 1 - - 1 

8 1 - - 1 

9 1 - - 1 

총합 59,360 2,492 19 61,871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1회 시행 받은 환자를 주 질병 코드에 

따라 분류하면 <표 4-3>와 같다. 위 양성 신생물로 인한 시술 건수가 위 

악성 신생물로 인한 시술 건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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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1회 시행한 환자에서 주 질병 

코드에 따른 분포> 

주 질병 코드 환자 수 

C16 22,085 (40.0%) 

D00.2 1,839 (3.3%) 

D13.1 27,068 (49.0%) 

기타 4,264 (7.7%) 

총합 55,256 (100%) 

 

이 환자들 중에서 사전에 정의된 기준(주 질병 코드 C16,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1회 시행, 병리 검사 코드 1번만 있는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기간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을 만족하는 환자는 

14,969명으로 의료 기관 종류에 따른 분포는 <표 4-4>와 같다. 환자 중 

남자는 11,041명(73.8%), 여자는 3,928명(26.2%)였으며, 남녀 성비는 

2.81:1이었다. 

 

<표 4-4. 의료 기관 종류와 그에 따른 환자 수 (2015년 12월에 등록된 

해당 의료 종류 의료 기관 전체 수)> 

의료 기관 종류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 

기준에 만족하는 

환자수 

상급종합병원 (43) 42,469 (43) 10,725 (43) 

종합병원 (294) 22,671 (156) 4,128 (111) 

병원 (1,496) 1,332 (37) 112 (21) 

의원 (29,488) 49 (7) 4 (1) 

전체 (31,321) 66,521 (243) 14,96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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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별 허가 병상수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건수에 대한 분포는 <그림 4-1>과 같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허가 병상수의 분포는 상관 계수 0.789에 P 값이 <0.0001로 강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비교 그룹별 분포는 <그림 4-2>와 <표 4-5>에 있다. 

3가지 비교 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의료 기관별 허가 병상수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건수에 대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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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비교 그룹에 따른 허가 병상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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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비교 그룹에 따른 허가 병상수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29 29 276 567 29 490 678 105 29 

1 사분위 293.2 237.8 705.5 1081 256 767 820.5 304 62 

중위 462.5 350 827 1570 388 885 908 420 116.5 

평균 565.7 371.3 828.6 1560.8 415.9 1001.5 1051.3 462.2 138.3 

3 사분위 774.5 463.8 913 2051.2 581 1048 1068 590.5 196 

최대 2704 1036 1400 2704 1400 2704 2704 1036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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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병상수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대한 파레토 

차트(Pareto chart)는 <그림 4-3>와 같다. 시술 건수 기준으로 상위 4개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3,749건으로 

전체의 25.0%에 해당하였다. 상위 14개 의료 기관은 7503건으로 전체의 

50.1%, 상위 35개 의료 기관은 11,243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하였다. 

관찰 기관 중 시술 건수가 1건인 의료 기관은 25개, 2건인 의료 기관은 

12개, 3건인 의료 기관은 10개가 있었다. 전체 의료 기관 중 3건 이하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 기관은 47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6.7%에 해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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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의료 기관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건수에 대한 

파레토 차트>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환자 나이의 중앙값은 66세, 평균 

나이는 64.83세였다. 최소 나이는 21세, 1사분위는 58세, 3사분위는 72세, 

최고 나이는 96세 였다. 환자 나이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4-

4>에 있다. 40세 이하 환자가 168명(1.1%)였으며, 80세 이상의 환자는 

853명(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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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환자 나이 분포> 

 

의료 기관 별 평균 환자 나이의 분포를 <그림 4-5>에서 비교 그룹에 

따른 분포는 <그림 4-6>과 <표 4-6>에서 확인하여 보았다. 의료 기관별 

환자 평균 나이 분포는 최소 54세, 1사분위 64세, 중앙값 65.6세, 평균 

66.3세, 3사분위 68세, 최고 88세였다. 비교 그룹 사이의 분포를 확인하여 

보았을 때 대1 vs 소1, 대2 vs. 소2, 종합 vs. 병원 사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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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의료 기관 별 평균 환자 나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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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비교 그룹에 따른 의료 기관별 환자 평균 나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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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비교 그룹에 따른 환자 평균 나이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54 54 62.5 63.1 54 62.5 62.5 54 57 

1 사분위 64 63.2 64.3 63.8 64 64.2 64 64.1 61.2 

중위 65.6 66.9 65.1 64.6 66.3 64.8 65.1 66.2 67 

평균 66.3 66.9 65.2 64.5 66.7 64.9 65.1 66.6 66.7 

3 사분위 68 70 66.2 65.2 69.4 65.8 66.2 69.3 70.1 

최대 88 88 68.6 65.7 88 67.4 68.6 88 81 



63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술 받기 60 일 이내에 조영 증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는 12,069 명으로 80.6%의 환자가 

검사를 받았다. 의료 기관별로 이 환자들의 비율 분포는 <그림 4-7>, 비교 

그룹간 분포는 <그림 4-8>과 <표 4-7>에 있다. 비교 그룹 사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 1, 소 2, 종합 및 병원 그룹에서는 

영상학적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의료 기관이 10 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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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의료 기관 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6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시행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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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6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시행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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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6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시행 환자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12,069 994 6,078 4,997 1,955 10,114 8,729 3,261 79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36.5 70.3 0.0 43.6 36.5 0.0 0.0 

1 사분위 65.1 60.0 67.9 83.9 62.0 68.3 67.9 66.7 33.3 

중위 80.0 80.0 77.2 89.9 80.0 80.9 80.9 83.3 55.4 

평균 75.2 74.1 76.1 86.1 74.3 77.9 77.2 77.8 58.6 

3 사분위 95.3 100.0 87.8 91.9 100.0 89.9 89.9 100.0 97.5 

최대 100.0 100.0 100.0 93.9 100.0 95.2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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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기 90 일 이내에 조영 및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은 

사람의 비율 분포는 <그림 4-9>에 있다. 53 의료 기관에서 309 명의 

환자가 추가 되어, 12,282 명(82.0%)의 환자가 시술 전에 영상학적 검사를 

받았다. 의료 기관별 이 환자들의 비율 분포는 <그림 4-9>, 비교 그룹간 

분포는 <그림 4-10>과 <표 4-8>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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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의료 기관 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9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시행 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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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9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시행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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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9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시행 환자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12,282 1,004 6,178 5,100 1,978 10,304 8,729 3,261 79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36.5 71.3 0.0 45.7 36.5 0.0 0.0 

1 사분위 66.7 60.4 68.0 84.9 63.3 69.1 68.2 68.2 33.3 

중위 80.6 82.0 79.1 91.5 80.4 80.9 80.9 83.3 55.4 

평균 76.4 75.2 77.3 87.5 75.4 79.2 78.6 79.1 58.6 

3 사분위 96.7 100.0 88.1 94.0 100.0 91.3 91.9 100.0 97.5 

최대 100.0 100.0 100.0 95.1 100.0 96.9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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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은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같은 입원 기간에 시행되었는지 혹은 퇴원 후 30 일 이내에 시행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같은 입원 기간에 시행된 환자는 2,589 명(17.3%), 퇴원 후 

30 일 이내에 시행된 환자는 249 명(1.7%)였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시기에 시행한 환자의 비율 분포는 <그림 4-11>, 비교 

그룹 사이의 분포는 <그림 4-12>와 <표 4-9>과 같다. 비교 그룹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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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환자의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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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비교 그룹에 따른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환자의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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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비교 그룹에 따른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환자의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2,589 279 1,929 381 590 1,999 1,847 724 18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0.0 0.8 0.0 0.0 0.0 0.0 0.0 

1 사분위 0.0 0.0 5.1 1.9 0.0 3.8 4.5 0.0 0.0 

중위 10.7 10.3 11.8 3.3 11.1 8.6 9.0 11.9 0.0 

평균 21.9 22.0 24.0 5.6 22.7 19.5 20.7 22.5 21.2 

3 사분위 30.6 30.0 32.2 5.0 32.2 23.2 26.4 32.8 24.3 

최대 100.0 100.0 93.2 22.3 100.0 78.5 93.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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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퇴원 이후 30 일 이내에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시행한 환자의 분포는 <그림 4-13>, 비교 

그룹 사이의 분포는 <그림 4-14>와 <표 4-10>과 같다. 시술 건수가 많을 

수록 병원 규모가 클 수록 중위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병원 

그룹에서는 이러한 환자가 없었다. 해당하는 환자가 없거나 혹은 환자가 

의료 기관을 이동하여 시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4-13. 의료 기관 별 퇴원 이후 30일 이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시행한 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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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비교 그룹에 따른 퇴원 이후 30 일 이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시행한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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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비교 그룹에 따른 퇴원 이후 30 일 이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시행한 환자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249 12 126 111 27 222 193 56 0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0.0 0.6 0.0 0.0 0.0 0.0 0.0 

1 사분위 0.0 0.0 0.0 1.4 0.0 0.7 0.6 0.0 0.0 

중위 0.0 0.0 1.1 1.7 0.0 1.3 1.3 0.0 0.0 

평균 0.9 0.6 1.4 1.8 0.6 1.6 1.5 0.8 0.0 

3 사분위 1.1 0.0 2.1 2.2 0.0 2.2 2.2 0.0 0.0 

최대 14.3 14.3 5.0 3.0 14.3 5.0 5.0 14.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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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규모와 해당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게 등록된 평균 질병 코드 숫자의 분포는 <그림 4-15>, 비교 그룹 

사이의 분포는 <그림 4-16>와 <표 4-11>과 같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는 의료 기관 일수록 환자의 평균 질병 코드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pearman 상관계수: -0.344, 

P 값 <0.0001). 시술 규모가 크고, 병원 규모가 클수록 평균 질병 코드는 

적었다. 

 

<그림 4-15. 의료 기관 별 환자들의 평균 질병 코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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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비교 그룹에 따른 환자들의 평균 질병 코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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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비교 그룹에 따른 환자들의 평균 질병 코드 숫자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1.0 1.0 2.0 1.4 1.0 1.4 1.4 1.0 2.0 

1 사분위 3.7 4.0 3.2 2.0 4.0 3.0 3.0 4.1 3.5 

중위 4.9 5.7 4.1 2.8 5.3 3.5 3.4 5.9 5.0 

평균 5.5 6.2 4.4 2.7 6.0 3.9 3.7 6.2 5.4 

3 사분위 6.8 7.4 5.1 3.4 7.3 4.5 4.3 7.4 6.8 

최대 20.0 20.0 8.6 4.0 20.0 8.4 6.4 20.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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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를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통하여 

검사하는 비율의 분포는 <그림 4-17>에 있으며, 쌍봉(bimodal)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검체 중 12,004 건(80.2%)의 검체가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통하여 검사가 되었다.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100%인 의료 기관은 62 개이며, 90% 이상인 경우는 82 개 였다.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의료 기관의 수는 80 개이며, 10%이하인 

경우는 82 개 였다. 비교 그룹에 따른 조직학적 구축 검사 비율을 폭이 

1 인 커널 밀도 추정(kernal density estimation, KDE) 함수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18>에 있으며, 분포는 <표 4-12>과 같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고, 상급 의료 기관일 수록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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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의료 기관 별 조직학적 구축 검사 검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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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비교 그룹에 따른 조직학적 구축 검사 비율에 대한 커널 

밀도 추정 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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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비교 그룹에 따른 조직학적 구축 검사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12,004 476 5,827 5,701 1,454 10,550 8,813 3,159 32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0.0 99.8 0.0 0.0 0.0 0.0 0.0 

1 사분위 0.0 0.0 24.1 99.9 0.0 87.2 8.2 0.0 0.0 

중위 50.4 0.0 99.6 100.0 0.0 99.8 99.6 40.0 0.0 

평균 49.9 35.5 72.8 99.9 40.9 76.0 69.5 47.5 23.6 

3 사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8.8 

최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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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환자들 가운데 관찰 기간 동안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전체 1,425 명(9.5%)였다. 이 가운데 퇴원 이후 180 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group A)는 1,218 명(8.1%)였다. 이러한 

환자의 비율을 의료 기관에 따른 분포는 <그림 4-19-1>에 있으며, 0~20% 

인 구간을 확대한 분포는 <그림 4-19-2>에 있다. 비교 그룹에 따른 group 

A 환자 비율 분포는 <그림 4-20> 및 <표 4-13>에 있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술하는 그룹과 상급 의료 기관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group A 비율의 중위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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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1. 의료 기관 별 group A 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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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2. 의료 기관 별 group A 환자 비율(%, 0~20%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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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비교 그룹에 따른 group A 환자의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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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비교 그룹에 따른 group A 환자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1,218 116 589 513 231 987 829 380 9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0.5 3.1 0.0 0.5 0.5 0.0 0.0 

1 사분위 0.0 0.0 5.5 7.2 0.0 5.7 5.6 0.0 0.0 

중위 6.4 0.0 7.4 9.7 3.1 7.4 7.4 5.1 0.0 

평균 8.9 9.4 7.8 8.7 9.4 7.5 7.6 9.9 6.5 

3 사분위 10.9 11.9 9.9 10.9 12.2 9.8 9.7 11.9 6.9 

최대 100.0 100.0 17.9 11.5 100.0 13.7 17.9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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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재원 기간 중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28 개 의료 기관에서 45 명(0.3%)이었다. 28 개 의료 기관에서만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료 기관별 환자들의 비율의 분포는 <그림 4-

21>, 비교 그룹 사이의 분포는 <그림 4-22>와 <표 4-14>에 있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한 의료 기관과 상급 의료 

기관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동시에 두 시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의 중앙값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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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의료 기관 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동일 재원 기간에 받은 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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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동일 재원 기간에 받은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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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동일 재원 기간에 받은 환자 비율(%) 분포 >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45 5 33 7 12 33 26 19 -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 

1 사분위 0.0 0.0 0.0 0.0 0.0 0.0 0.0 0.0 - 

중위 0.0 0.0 0.0 0.1 0.0 0.0 0.0 0.0 - 

평균 0.9 1.1 0.4 0.1 1.1 0.3 0.3 1.3 - 

3 사분위 0.0 0.0 0.5 0.2 0.0 0.3 0.3 0.0 - 

최대 100.0 100.0 3.6 0.4 100.0 3.6 3.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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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받은 환자들이 관찰 기간 동안 위 

절제술을 받지 않은 의료 기관이 56개, 총 환자수 304명이 있다. 나머지 

120개 의료 기관의 환자 중 같은 의료 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1,201명(84.3%)였으며, 의료 기관별 분포는 <그림 4-23>과 같다. 비교 

그룹에 따른 비율 분포는 <그림 4-24>와 <표 4-15>와 같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거나 상급 의료 기관일수록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동일한 의료 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들의 비율의 

중위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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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의료 기관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술 받은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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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술 

받은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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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비교 그룹에 따른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술 받은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 비율(%) 분포> 

 전체 소 1 중 1 대 1 소 2 대 2 상급 종합 병원 

전체 환자 수 14,969 1,298 7,967 5,704 2,549 12,420 10,725 4,128 116 

시행 환자 수 1,201 78 592 531 189 1,012 845 353 3 

의료 기관 수 176 114 54 8 131 45 43 111 22 

          

최소 0.0 0.0 25.0 61.9 0.0 29.4 29.4 0.0 0.0 

1 사분위 50.0 0.0 75.0 87.9 0.0 75.0 75.0 31.2 0.0 

중위 81.4 50.0 85.7 93.5 66.7 85.7 87.5 79.3 0.0 

평균 66.5 48.4 82.7 89.4 56.7 82.9 83.1 62.5 18.5 

3 사분위 96.4 100.0 92.5 97.0 100.0 92.3 95.6 100.0 0.0 

최대 100.0 100.0 100.0 98.5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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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을 위하여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의료 비용 중에서 보험 공단이 지불한 금액의 분포는 최소 0 원, 1 사분위 

113만 5770원, 중앙값 132만 7530원, 평균 150만 8258원, 3사분위 161만 

8100 원, 최대값 1952 만 1910 원이다. 보험 공단이 지불한 비용이 

500 만원을 초과한 100 명의 비용을 500 만원으로 대체하여 금액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은 <그림 4-25>와 같다.  

 

<그림 4-25.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의료 

비용 중 보험 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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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71.6%가 

시술되지만, 의료 기관에 따른 시술 건수는 최소 42, 1 사분위 103.5, 중앙 

162. 평균 249.4, 3 사분위 274, 그리고 최대값 1175 건으로 폭 넓게 분포 

되어 있다. 비교 그룹에 따른 의료 기관의 수는 소 1 2 개, 중 1 35 개, 대 1 

6 개, 소 2 10 개, 대 2 33 개의 의료 기관이 있다. 상급의료기관 내에서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규모에 따라서 각종 지표들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인자들 중에서 등록 침상수를 제외한 

모든 비교 인자는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P 값이 모두 0.05 이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종합병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 인자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여 보았다. 전체 111개 종합병원은 비교 그룹에 따라 소 1 90개, 중 1 

19 개, 대 1 2 개, 소 2 99 개, 대 2 12 개의 의료 기관이 있다. 분석 인자들 

중에서 등록 침상수, 퇴원 후 30 일 이내 상부 내시경 출혈 지혈술 시행 

받은 환자의 비율 <그림 4-26>과 조직학적 구축 검사 비율 <그림 4-

27>이 비교 그룹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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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종합병원에서 비교 그룹에 따른 퇴원 후 30 일 이내 상부 

내시경 출혈 지혈술 시술 받은 환자의 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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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종합병원에서 비교 그룹에 따른 조직학적 구축 비율(%)의 

커널 밀도 추정 함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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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논의 

제 3장의 연구를 통하여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한 의료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대규모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임상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청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건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악성 신생물보다 

양성 신생물에서 조금 더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여 위 양성 신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초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28] 또한 일본 위암학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피내 암종을 

주 질병 코드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약 3.3%가 있었다.[29]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71.6%는 

상급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7.6%는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0.8%인 116건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행되었다. 충분한 설비가 갖추어진 

상급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대부분의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이 시행되는 것은 시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발생시에 필요한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 우선적인 이유일 것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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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시술 건수는 의료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허가 병상수와 높은 상관계수(0.789)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형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의료 

기관은 찾을 수 없었다. 분포를 살펴 보았을 때 시술 건수가 적을수록 

허가 병상수의 분포가 넓은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 기관은 허가 병상수가 클 가능성은 높지만, 허가 병상수가 많은 

의료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시술 건수가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규모에 따른 2종류의 분류에서 허가 병상수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 겉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허가 병상수에 대한 정보보다 시술 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나타낸다. 시술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4개의 의료 기관이 전체의 25%를 차지 하였다. 파레토 챠트에서도 초기에 

급격하게 누적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많은 시술 건수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그룹에 따른 의료 기관별 환자의 평균 나이를 살펴 보았을 때, 

시술 규모와 상급 병원일 수록 평균 연령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평균 나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룹 

사이의 비교에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3세 미만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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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60일 이내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80.6%였으며, 의료 기관별 수치의 

평균은 75.24%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1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전체 4,895명 중 98.9%가 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 기관별 수치의 평균은 95.4%였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3,042명이 대상자이며 기관별 평균값은 99.4%, 중앙값은 100%였다. 

종합병원은 대상자 1,806명, 기관별 평균값은 98.3%, 중앙값은 100%였다. 

병원 급 이하의 의료 기관은 대상자 47명에 기관별 평균값은 82.0%, 

중앙값은 100%였다. ‘2015년도(2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조사에 비하여 수치가 다소 감소하여 전체 대상자 8,223명 

중 98.5%의 환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의료 기관별 평균은 95.3%였다. 

상급종합병원은 4,676명에 기관별 평균 99.1%, 중앙값 100%였다. 

종합병원은 3,454명에 기관별 평균은 94.7%, 중앙값 100%였다. 병원 급은 

87명 기관별 평균은 91.7%, 중앙값 100%였다. 의원 급은 6명에 모든 

환자들이 검사를 받았다. 2015년 결과 보고서 대상자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검사 비율은 201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환자의 비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환자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의료 기관별로 중앙값이 

100%라고 보고가 되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중앙값이 

상급의료기관에서 80.86%, 종합병원에서 83.33%, 병원 급에서 56.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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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검사 방법을 비조영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복부 자기 공명 영상까지 

추가 하였어도 이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처방을 내린 시점과 그 것이 실제로 수납 

되고, 검사를 수행한 시점, 그리고 보험 공단으로 청구를 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영제는 환자의 몸무게와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투여 용량이 달라지게 되며,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처방한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조영제 비용을 추가로 환자가 수납하게 

된다.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환자의 수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촬영시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로,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 경우 검사 전 입원하여 전 처치 과정을 통하여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여 입원한 기간은 지표 분석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에 시행된 

경우가 있다면 그만큼 누락되게 되어 이를 반영할 수 없다. 세번째로,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이외의 검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 EUS)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검사는 현재 비급여 검사이기 때문에 청구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네번째로, 검사를 청구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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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 통상적으로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30,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암 적정성 

보고서와 본 연구에서 조영 증강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후속 연구를 통하여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되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비교 그룹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위 조직에서 상당히 

커다란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이어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내시경 

시술 후 출혈(post-procedural bleeding, PPB)에 대한 통상적인 정의는 

임상적으로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hematemesis, melena) 혹은 

혈색소(hemoglobin)가 2g/dl 이상 감소하여 내시경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환자의 비율은 평균 

5.1%(0.6% ~ 26.9%)이다.[3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상부 내시경 출혈 

지혈법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의료 기관이 많이 존재하였다. 

청구 자료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출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비교 그룹 

사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적게 

시행하는 의료 기관에서 이 시술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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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보고되는 빈도에 비하여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시술 빈도가 

높은 것은 실제 시술 후 출혈에 해당하여 시술 한 경우 보다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시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규모에 따라서 내원한 환자에게 

입력되는 평균 질병 코드의 숫자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 지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더 중증도가 심한 환자를 시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한 지표이다. 질병 코드 그 자체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없고, 실제 질병이 없더라도 약물 처방을 위하여 

입력된 질병 코드도 있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입력되는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련 기관을 겸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질병 코드의 입력은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련의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평균적으로 적은 질병 코드가 

등록된다는 것은 담당 주치의가 현재 환자의 의학적인 상황에 맞는 충분한 

질병 코드를 입력하기 보다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병원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최소한의 질병 코드와 일부 주요 질환에 대해서만 입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따라서, 청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분석에 꼭 

고려를 해야하는 질병이 있다면 등록된 질병 코드 이외에 추가적인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학적 구축 검사(histopathologic mapping of tumor)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검체를 사진 촬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화상 정보를 확보하고, 슬라이드 제작을 위한 검체 채취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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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전체 검체의 80.2%에서 시행될 정도로 

비교적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 방법이지만, 별도의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설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국내 소화기병리연구회에서나 

일본 위암학회에서는 조직학적 검사 방법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12, 29] 많은 병리 검체를 취급하는 의료 기관이나 상급 의료 

기관에서는 병리과에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에 대해서 어떤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 결정하는 것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얼마만큼의 검체를 슬라이드로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병리 검체에 대한 여러 지침들 중에서 

검체의 부피나 크기, 질량에 따른 슬라이드 제작 정도가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장기는 전립선이다. 미국 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CAP)에서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이나 

전 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 검체에서 검체의 무게가 12g 이하이면 

모든 조직에 대해서 슬라이드 제작을 하고, 추가되는 5g 마다 슬라이드를 

1 개 (카세트 1 개, 약 2g)를 추가 제작하도록 하며, 5%미만에서 종양 

세포가 발견되면 남은 검체에 대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3] 위암의 호발 지역에 해당하며, 선진 의료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및 일본에서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 상세한 권고 사안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에 대한 병리 검사 지침을 정립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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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료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적용할 수 

없는 의료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모든 검체를 

슬라이드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고 퇴원한 후 1~180일 이내에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group A)는 전체의 8.1%였다. 의료 기관별 평균은 

8.9%이다. 일본 위암치료규약에서는 분화된 종양 세포가 측면 절 연면에만 

남아 있어, 전체 종양의 장축 지름이 3cm 이하인 경우는 추가적 위 

절제술 없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한 번 더 시행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12] 그리고 의료 기관에 

따라서 위암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응증 및 추가적 위 절제술을 시행하는 기준에 대하여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후 위 절제술을 받지 못하는 전신 

상태의 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위 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로 인하여 불완전 절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는 의료 기관이 평균 질병 코드가 적다고 

할지라도, 실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제 

3장의 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8.7% 정도의 환자는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것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위 절제술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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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추가적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비율은 가장 최근, 그리고 대규모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확인된 결과이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시술 

결과가 시술자에 아무리 의존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시술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학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의료 기관 사이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러한 환자의 비율이 

20% 정도로 높다면, 이러한 의료 기관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한 번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을 정해주고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동일 재원 기간 동안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들은 45 명이었다. 의료 기관에 따른 이 환자의 비율은 시술 건수에 

따라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 3 장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술을 해야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 하는 환자가 있었다. 그리고 의료 

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가 위 절제술을 위하여 일반 

외과로 전과 되어 수술을 할 때에 행정적으로 퇴원 이후 일반 외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이 많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환자를 찾기 위한 지표로서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추가적 위 절제술을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의료 기관의 시술 건수와 비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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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급의료기관 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같은 의료 기관에서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낮은 의료 기관도 많이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자료에서는 환자가 병원 이동을 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동이 많은 의료 

기관의 경우 이러한 환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절대 적응증 

여부에 따라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차이가 난다. 2015 년을 

기준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397,900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상급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30% 가산 수가가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20% 가산 수가가 책정되어 각각 517,270원과 477,480원이 

된다. 위암으로 시술 받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기준인 절대 적응증을 

만족한다면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로 인하여 환자는 10%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며, 절대 적응증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 공단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 비용 차이는 약 43 만원에서 46 만 

5 천원이다. 이러한 차이를 청구 자료에서 제공되는 의료 비용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절대 적응증 여부에 따라서 지표들이 차이가 

나는지 추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보험 공단 지불 의료 비용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개별 청구 코드에 따라서 지불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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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 경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자료를 

제공할 때에 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공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전국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살펴 보았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악성 신생물(40.0%)이 양성 

신생물(49.0%)보다 조금 적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상급의료기관 

(71.6%)과 종합병원(27.6%)에서 대부분의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 

기관 규모의 지표 중 하나인 허가 병상수가 많을수록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많이 시술하는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 기관별로 환자의 평균 연령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소규모 의료 기관의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임상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행 60일 혹은 90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위 림프절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 영상학적 검사 여부를 

시행하는지 확인하였다. 비교 그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적정성 평가결과보다 중앙값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오차의 여부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청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은 비교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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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시술 규모가 작을 수록 통상적으로 알려진 시술 후 

출혈의 환자의 비율보다 높은 빈도에서 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출혈 정도는 파악할 수 없으나 방어적 이유에서 시행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는 의료 

기관일수록 환자들의 평균 질병 코드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는 병원에서 주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 코드가 환자의 전반적인 모든 전신 상태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입력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는 전체적으로는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의료 기관별로 확인을 하면 

조직학적 구축 검사를 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 기관으로 구별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조직학적 구축 검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 장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의료 기관별로 병리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설비가 차이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외의 권고안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검체에 대하여 처리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1년에 2만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를 최소한 수 

있도록 검체 처리에 관한 권고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이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위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되어 의료 

기관마다 여러 지침이 존재하거나 혹은 의료 기관 내부의 일정한 지침 

없이 개별 의료진의 판단에 맞추어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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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가적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을 바로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이 지표가 높은 경우 이는 시술 

의료진의 시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해당 의료 기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거나 상급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 기관에서 시술 받은 환자들은 같은 의료 

기관에서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은 경우만 포함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분석 지표 변경 혹은 수정을 해서 의료 

기관 이동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달리 청구 자료를 제공할 때에 청구 자료에 따른 

비용이 아닌 입원 혹은 내원과 관련된 기간 전체의 비용만을 제공한다.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서 중요한 기준인 절대 적응증을 

만족하는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비용은 일부 청구가 되어 

이러한 비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이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격분석시스템을 제공하여 연구자에게 

분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하는 청구 자료에는 정보의 제한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개별 청구에 대하여 지불된 비용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더 자세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표들 중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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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다음과 같다. 허가 병상수와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시술 규모가 작은 경우 병상수의 분포가 매우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대한 시술 규모에 

대한 정보를 더 중요시 여기도록 해야 한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이전에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내시경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적정성 평가 항목 중 

하나이다. 조영제를 사용한 단층 촬영 검사를 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권유 받지 않았다면, 국가 의료 기관에서 

권고하는 다른 지표들도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Group 

A 환자 비율은 청구 자료 기반으로는 다양한 환자들의 의학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 사이의 직접적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이 비율이 너무 높다면 그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을 시술 받는 환자들이 너무 

높다면, 해당 의료 기관은 실제 의학적인 필요보다는 방어적인 이유에 

의하여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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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현황 파악을 통하여 

환자들이 시술 받는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단일 의료 기관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연구로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된 보고를 

하거나 혹은 소규모의 의료 기관 코호트를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최근 현황에 대하여 알 수 있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의료 기관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이 2011년 11월부터 급여 

인정 기준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술한 경우 청구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 자료는 환자가 받은 여러 

시술에 대하여 국내의 거의 모든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우선 표본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의료 기관의 이동과 관련된 인자 중 추가적 위 

절제술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인자는 위 절제술 코드, 병리 검사 코드,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은 시기 사이의 분포, 주 질병 코드이다.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필요한 

분석 알고리즘과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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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청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의료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근무하였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해당 환자들의 병리 검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원 청구 자료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였다. 우선적으로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위 절제술을 정의하기 위한 분석 알고리즘을 정의하였고, 

두 의료 기관에서 해당 기준을 정의하였을 때, 예측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있는 위 절제술 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본 청구 자료와 실제 의료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경험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 청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술 건수는 허가 

병상수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많이 시술하는 병원으로 시술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술 건수에 대한 의료 

기관의 분류와 의료 기관 종류에 대하여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이와 같은 

분류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항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술 전 

영상학적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결과 보고서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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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과제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의료 이용 내역과 관련된 원 청구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격접속분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관으로 이동 없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각종 청구에 

대하여 전체 비용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각각의 시술에 대하여 비용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것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차이가 나는 시술이 있는 본 

연구에서 해당 기준 여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적응증은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며, 현재 보험 기준도 이 기준을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만족 여부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청구 자료에서 동일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시술에 대하여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정보가 제공된다면 영상학적 

검사를 통한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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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연구를 위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에서는 조직학적 분류, 완전 절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청구가 

되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원 청구 자료는 

이미 충분히 익명화 되어서 원래 환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및 시술과 관련된 정보가 더 

제공된다면 더 좋은 분석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환자들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이 방법도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의료 체계에 

따른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환자 모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하지만, 초기 자료 분석 과정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로 1 개의 

병변 만을 제거한 경우를 찾기 위하여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일부 

환자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훈 환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보훈 병원과 위탁 의료 기관에서 모두 청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심사기간: 2015년 

1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된 건수는 

건강보험이 869,825,910건(94.36%), 의료급여가 50,387,440건(5.47%),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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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1,591,262 건(0.17%)으로 보훈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주 적다. 

따라서, 보훈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 체계에 따른 특성을 

미리 인지하였다면, 연구의 오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의료 기관별 지표 분류를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분모의 차이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소규모 시술한 의료 기관과 

대규모로 시술한 의료 기관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검진을 시행 받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점막에 

국한되며 주위 림프절로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은 시술자에 매우 의존적인 시술이지만 이러한 시술자 및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술하는 

의료 기관별로 차이 나는 지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제공될 경우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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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600 new cases of gastric cancer have been diagnosed worldwide and 

723,100 people have died. It is the second most common malignant tumor and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s in Korea, 2014. Therefore, gastric 

cancer is basically examined by the Cancer Screening Service in Korea. As the 

number of patients received cancer screenings increases, more and more people 

are diagnosed with cancer. As a result, early stage of gastric cancer patients are 

also increasing. If gastric cancer is localized to the mucosa and the possibility of 

surrounding lymph node metastasis is expected to be low, complete resection is 

possible b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The results of ESD are 

highly operator-dependent. However, patients usually did not receive or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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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about practitioners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arameters associated with ESD through insurance 

claims data and to help patients select medical institutions performing ESD.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of research 

is examined by statistically extracted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After that, I analyze the data of the two-

referral medical institutions and check the condi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study using the HIRA claim data. Finally, I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ESD in 

Korea. 

The statistically extracted claim data had 509 ESD procedures for 490 patients 

at 109 medical institutions. The median age of the patients was 66 years. Based 

on the major disease codes, there were 213 cases of malignant neoplasm, 243 

cases of adenocarcinoma in situ and benign neoplasm. Twenty-six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adenocarcinoma in situ or benign neoplasm were upgraded to 

the major disease code after the ESD. Twenty-one patients underwent additional 

gastrectomy at 17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median value between the two 

procedures was 29 days. Six of them underwent gastrectomy at a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not a medical institution undergoing ESD. In the study using 

statistically extracted data, the possibility of the study based on the claim data 

of HIRA was confirmed. 

The patients who underwent ESD and gastrectomy were identified by using 

the pathology examination repo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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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san Medical Center (AMC), respectively.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ESD: April 2012 to December 2014, gastrectomy: January 2012 to December 

2015), 65 patients in SNUH and 215 patients in AMC were idenfied.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these patients and confirmed whether gastrectomy was 

directly related to ESD. Among the patients who had undergone gastrectomy 

within 1~180 days after ESD, 91.3% of them were directly related to ESD. 

I requested HIRA for all medical insurance claims made to patients who 

underwent ESD from 2012 to 2015. During this period, 66,521 ESD procedures 

were performed on 61,871 patients from 243 medical institutions. Since there is 

no way to distinguish lesions when there are two or more lesions in the study 

using the claim data, the cases satisfying the following conditions were analyzed. 

Only the case where the major disease code was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was included in the study. In order to rule out the resection of two or more 

lesions, a case in which a pathologic examination code related to the ESD was 

only charged once was included in the study. We excluded cases of ESD prior to 

April 2012 to confirm the preoperative radiologic examinations to evaluate the 

preoperative lymph node metastasi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gastrectomy 

was performed, only cases of ESD treatment until December 2014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a total of 14,969 people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number of ESD procedures wa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 the medical institution. Also, the patients were concentrated in a medical 

institution that performed many procedures. The median age of the patients was 

65.6 years and male to female ratio was 2.81: 1. 80.6% of th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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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ent imaging studies within 60 days before the ESD procedure. Endoscopic 

bleeding control of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was performed in 17.3% during 

the same hospitalization period for ESD. 80.2% of the specimens were 

pathologically examined by histological mapping examination. 1,425 patients 

underwent gastrectomy and 1,218 patients (8.1%) underwent gastrectomy 

within 180 days after ESD. 1,201 patients underwent gastrectomy at a medical 

institution undergoing ESD. These indexes are widely distributed when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ESD procedures. Currently, under the 

medical insurance regulations, the cost of ESD procedure can be covered only 

for Gotoda's absolute indications. However, the data provided by HIRA did not 

provide cost for each claim item. I wanted to see if I could find patients satisfying 

the absolute indication through the distribution of the costs paid by the insurance 

out of the medical claim costs incurred during the hospitalization period. However, 

such a difference could not be confirmed. 

Because of the increased number of patients diagnosed with early gastric 

cancer, ESD is becoming more important. Some of the parameters associated 

with ESD in this study are widely distributed in superior general hospitals or in 

large-scale ESD performed medical institutions. Since these parameters are 

based on claims data for which clinical information is not provide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ndividual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different gastric cancer treatment protocols cannot be 

reflected in each medical institution. Nevertheless, these parameters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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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s indirect evaluation data for ESD in each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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