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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엘리베이터 안에 게제된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 잠언16:3 말 이 이 논문을 작성하는 내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을 쓰려고 앉으니 마구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아

마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삶의 중반을 넘으면서 홀로 있음의 여백을 학업으

로 정진하라는 사랑하는 미혜 언니의 도움말로 시작하 고, 시간은 흘러 학업

의 결실을 만들어 내는 시점에 임하면서 너무도 힘겨웠으나, 그 고뇌와 힘겨움

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극복되었고 드디어 이루어 내었습니다. 후배 박수정

님의 완벽함, 인내심, 끈질김과 김재섭님의 과묵하고 드러나지 않는 열정이 조

사되어야 할 어마어마한 자료의 양과 병원파업, 각 의료기관 방문 등 열악하고 

지루한 긴 어둠의 터널을 잘 견디어 낼 수 있었고, 우리는 창원과 서울을 오가

며 마치 정보원처럼 전자메일로, 휴대전화로 기차 등 어디에서나 통화, 문자 

및 음성 메세지로 정보와 의견교환, 상황을 주고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애태웠

었습니다. 두 후배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수집을 위해 운전도 미숙한 

초행의 지방대학병원을 몇번씩 오가며 가슴 졸이며 애태우던 일, 모두 퇴근한 

낯선 사무실 한 켠에서 조사하며 환자결과를 보고 홀로 눈물짓던 일, 늦은 밤 

조사 끝난 후 고속버스로 새벽에 귀가하여 녹초가 되던 일, 기록부 열람을 너

무도 까다롭게 하는 병원마다 일일이 담당 전문의를 찾아 뵙던 일, 월드컵 축

구경기로 온 나라가 흥분되었을 때 조차 변방인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러나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임상의료진들은 환자진료로 바쁜 와중에도 조

사표를 작성해 주심과, 여러 가지 질문에도 인내심으로 성실한 답변을 주시는 

등 아낌없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련질환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고인되신 분께는 명복을 빕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술과 관련된 의학적 설명을 비롯하여 조사표 초안 등을 도

와주신 친절하신 정준원 선생님과 자료수집 관련으로 초면에 의논드릴 때 순

발력 있는 판단력으로 많은 수고를 위로해 주시며 논문심사 후  큰사람으로서

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격려로 용기와 힘을 주신 민유홍교수님 큰 감사를 드립

니다. 정말 너무 버겁고 한계를 느껴 중도에 접으려 할 때 강혜  교수님의 진

심어린 격려의 로 심호흡 크게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완성까지의 지도

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숨가쁜 자료수집에 이어 입력과 정리로 기초와 

관찰이 부족하 을 때 박춘선 선생님의 세심하고 성실한 도움으로 해낼 수 있

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복도 오가며 마주칠 때마다 따스한 관심

으로 힘을 주시는 채 문 교수님 감사드리며, 마지막 정리 작업에 열심히 도와

준 후배 이선미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필요성, DATA 수집방법과 분석결과 등 같이 애태우며 

마지막까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저의 기둥이며 앞으로의 삶에까지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실 사랑하는 조우현 스승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진심 어린 따스한 언행으로 성원해주시는 조갑상 창원지원장님을 

비롯하여 늘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심사부장님, 심사부 직원 모두와 일의 진행

에 결단과 신속한 행동을 유도해주신 김건회 심사위원장님, 그 외 먼 곳에서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는 직장 동료분들 애틋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분이시고 제 존

재의 근본이신 최고로 큰사랑 우리엄마의 애간장 타는 사랑과 언제나 따스하

고 정성스런 밥상으로 감격케 하는 사랑하는 선경이, 이 연구와 탄생해가 같고 

건강히 자라주는 조카 민석이, 묵묵히 격려와 용기와 찬사로 나의 울타리가 되

어주는 사랑하는 동생들의 가족들에게 깊고, 뜨거운 사랑을 보냅니다. 이제 큰 

배움 안고 늘 깊어지고 넓어지리라는 마음을 다지며 정든 교정을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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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은 1983년 3월 형제간 이식을  최초로 

시술한 이후 1992. 10. 1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총21개의 의료기관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실시기관으로 인정

되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비롯하여 개심술,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등과 같이 고도의 의료기술과 시술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술자의 시술횟수가 많을수록 숙련도와 전문성이 축적

되어 환자의 진료결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우리나라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이식시술 현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년 평균 진료량(혹은 시술량)과 환자의 

생존율 등에 있어 기관간에 상당한 변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환자의 진료결과에 미치는 이

식 실시기관 특성 중 실시기관의 진료량의 향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1998년에서 2000년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

행한 21개 전체 의료기관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

골수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상병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1,052명 환자 중 752

명의 자료가 회수되었다(수집률:71.6%).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조사기간 동

안 단 1건을 시술한 기관이 있는 반면 약 500건을 시술한 기관이 있는 등 

그 변이가 상당히 컷으며, 분석 목적 상 50건 미만 시술기관을 ‘저 진료량 

기관’, 50건 이상을 ‘고 진료량 기관’으로 구분하 다.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의 세 환자군 각각

에 대해 이식 후 100일 생존여부와 1년 생존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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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변량 분석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100일 생

존:RR=2.653, 95% CI =〔0.883∼7.974〕, 1년 생존 : RR=2.039, 95% CI =

〔 0.882∼4.713〕), 만성골수성백혈병(100일 생존 : RR=5.037, 95% CI = 

〔0.780∼32.543〕, 1년 생존 : RR=3.690, 95% CI=〔0.810∼16.804〕)의 두

환자군 경우에는 고 진료량 시술기관에서 시술 받은 환자의 100일 또는 1

년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군의 진료량의 경우에는 100일 생존율은(100일 생존 : RR = 

1.086, 95% CI =〔0.113∼10.392〕)유의하게 높으나 1년 생존율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은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환자에서 여자가 더 높았

고, 연령별로는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환자에서 40세 미만일 

때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밖에 생존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으로서, 환자와 공여자의 관계가 형제,자매의 혈연관계일 경우, 

이식 전 질병상태가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은 첫 번째 완

전관해일 때,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첫 번째 만성기일 때, 100일과 1년 생존

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재생불량성빈혈은 이식 전 질병상태가 과중증상태 

보다 중증 상태인 경우에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대학병원, 

서울지역 소재 병원에서 생존율이 높았으며, 내과․소아과 전문의 수와 경

력, 숙련된 간호사, 코디네이터 유무에 따라 생존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 이식 실시기관의 진료량과 진료

결과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보험급

여 인정기준은 시술실적이 년 3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인정기준의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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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100일 및 1년 생존여부를 

진료결과로 측정하 으나 혈액종양의 완치기준을 3년간으로 볼 때 장기적

인 결과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진료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진료결과 지표를 이용한 연

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 경중도에 대한 보정을 시도하

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기관간 환자 구성상태(case-mix)차이에 

대한 충분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 의해 진

료결과의 주요 향인자가 진료량인지 아니면 선택적 의뢰 (selective

-referral)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핵심되는 말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진료량진료결과의 상관관계, 

              100일 생존율, 1년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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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의의

조혈모세포이식은 조직적합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HLA)의 발

견과 이식면역학의 발달을 기초로 1968년 선천성면역결핍증의 소아에게 처

음 성공한 이후 1970년부터 임상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면역결핍증이나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비악성질환에서 주로 시행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백혈병 등의 악성종양질환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원리는 조혈장기인 골수가 어떤 원인으로 기능을 상

실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정상 골수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즉 재

생불량성빈혈에서는 질적 혹은 양적인 이상을 초래한 조혈모세포를 정상적

인 조혈모세포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백혈병 등의 악성질환에서는 공여자

의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용하여 골수부전이 생길 정도의 강력한 항암제 

및 방사선조사 투여를 한 후 이식된 조혈모세포의 면역계가 항백혈병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백혈병의 완치요법이 될 수 있다(김학기, 1997).

조혈모세포이식이란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골수조혈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상조혈전구세포(hemopoietic progenitor cells)를 정맥

을 통해 주사(이식)하는 방법으로, 종류는 동종(allgeneic)이식, 동계

(syngeneic)이식, 자가(autologous)이식으로 구분된다(김동집, 1997).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다능성 조혈간세포의 이식으로 재생불량성빈혈

증 또는 중증 복합면역부전증 에서와 같이 양적 또는 질적인 이상을 초래

한 자의 조혈모세포를 조직적합 항원이 일치한 공여자의 정상적인 조혈모



- 2 -

세포로 재구축하는 하는 것이고, 백혈병 등의 악성질환에서는 치사량의 전

신방사선조사와 초대량의 화학요법으로 백혈병세포를 섬멸(total cell kill)

시키고 이로 인해 황폐화된 조혈모세포를 공여자의 정상 조혈모세포로 바

꾸어 넣어 조혈모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미세잔여 백혈병세포에 대한 항

백혈병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는 주로 급․만성백혈병과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유전대사 질환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모든 질환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것은 아

니다. 우선 조직적합 항원(HLA)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어야

하며, 기타 환자의 연령, 병기, 환자의 전신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야 한다(김동집, 1997).

국내에서는 1983년 성인백혈병에서 첫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이 성공한 

이후 1992년까지 178례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었고(김학기, 

1997), 1992년 10월부터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상병에서 동종조혈모세

포이식이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빠른 속도로 조혈모세포이식술이 증가하

여 보험급여인정 이후 2000년까지 비급여를 포함하여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은 1,783건이 시행되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을 시술하는 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그 건수가 총 5회 미만인 기관에서

부터 약 500건이 넘는 기관까지 그 경험에 격차가 크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술 실시기관별 사망률도 8.3%에서부터 66.7%에 이르기까지 진료결과

도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 또한 년 

3인 이상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보험급

여를 인정하고 있어서(보건복지부고시 제98-25호) 제도상으로도 어느 정도 의

료기관 시설, 장비 등 경험과 숙련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료량(volume)진료결과(outcomes)의 관련성은 20여년 전 대상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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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횟수와 의료의 질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Luft 등에 의해 처음

으로 실증적 자료를 통해 보고되었고(Luft 등, 1979), 이후 많은 진료량이 

좋은 진료결과를 보장한다는(volume-outcome relationship) 연구는 개심술, 

혈관수술, 관상동맥우회술, 췌십이지장절제술 등과 같은 침습적 시술에서 

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질환과 같은 내과적 질환에서도 진료량-진료결

과 관계를 입증하 다(Birkmeyer, 1999. Thiemann, 1999).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진료량-진료결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선희 등(1994)이 일부 사례질환들을 중심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하

는 사례질환건수와 건당 진료비, 건당 재원일수 등에서 진료량-진료결과 관계

를 규명하 다(이선희 등, 1994). 강 호 등(2001)은 다기관 연구를 통해 경피

적 관동맥 확장술에서 진료량-진료결과 관계를 밝혀냈다(강 호 등, 2001).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해서 진료량-진료결과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자료

에서 한 편씩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

식술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량-진료결과의 관련성을 밝혀 

향후 의료의 질 평가 관련 및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과 관련하여, 병원관련 자료는 진료량과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환자관련 자료는 시술 및 진료결과와 관련된 자료

를 조사함으로써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의 진료결과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진료량-진료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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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진료량 - 진료결과의 관계(Volume-Outcome Relationship)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일정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진료하는 질환건수가 많

아질수록 진료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이 진료량-진료결과의 관계이다. 여러 

질환과 진료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Luft 등(1979)이 개심술, 혈관수술, 관동맥우회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에서 진료량-진료결과의 관련성을 밝힌 것이 가장 오래된 연구이다. 

주로 심장수술과 같이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문화된 기술을 요하는 의료서

비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Hughes 등(1987)은 미국의 7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충수돌기절제술, 관

상동맥 우회술, 담낭절제술, 탈장수술, 자궁절제술, 장수술, 위수술, 고관절

전치환술, 전립선절제술 등 총 10개의 시술에 대해 503,662명의 환자 자료

를 분석하여 진료량-진료결과 관계를 보고하 는데 담당절제술과 위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술에서 모두 많은 진료량이 좋은 진료결과를 보장한

다는 진료량-진료결과 관계를 유의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진료량-진료결과의 연구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질관리 차원과 의료

의 지역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보건협회

(American Health Association)는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의 병원단위 시술건수

를 200건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Medicare는 연간 장기이식 건수가 12건 미

만인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강 호 등, 2001. 재인용), 

진료량-진료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러한 제도의 정립과 시행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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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진료량 - 진료결과의 관계

조혈모세포이식술과 관련된 진료량-진료결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 편

이 발표되었다. European Group for Bone Marrow Transplantation에서 

1988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논의된 것이 가장 처음으로, 이 연구는 1979년

부터 1986년까지 유럽의 52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1,957건의 동종 조혈모

세포이식술(allogeneic HLA-identical sibling-donor BMTs)을 대상으로 하

다. 무병생존율(leukemia-free survival), 이식과관련된 사망률

(transplant-related mortality), 재발률(incidence of relapse) 등의 세 가지 

종속변수를 분석하 으며 진단명, 질병상태, 환자의 연령, 공여자와의 성별 

조합, 이식편대숙주반응 예방법, 기관의 진료량 등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진료량-진료결과 관계는 밝혀

지지 않았다(European Group for Bone Marrow Transplantation, 1988).

미국에서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종 조혈모

세포이식술(HLA-identical sibling BMTs) 환자 1,313명의 자료로 진료량-진

료결과의 관계를 보고하 다. 연구대상은 첫 번째 완전관해 혹은 첫 번째 

만성기 상태로 질병상태를 제한하 으며 연구기간중에 시술을 시작한 기관

은 제외하 다. 혼란변수로 연령, 진단에서 시술까지의 기간, 이식술 년도, 

이식전 환자 질병 상태 등을 보정하 으며 분석 결과 년간 5회 미만인 기

관에서 이식받은 환자에서 시술관련 사망률(treatment-related mortality)과 

이식 실패(treatment failure)의 비교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아서 조혈모세포

이식술에서의 진료량-진료결과 관계를 규명했다(Horowitz 등, 1992). 

또한 최근에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는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첫 번

째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15세 이상의 3,134명 환자를 대상으로 

100일 생존율(early survival at day 100), 생존율(overall survival), 무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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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leukemia-free survival) 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형제자매 공여

자에서 진료량-진료결과가 유의하게 밝혀졌다(Matsuo 등, 2000). 

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의 진료량-진료결과에 관한 이상의 연구는 모두 

환자 및 질병 특성 및 시술과 관련된 특성들을 혼란변수로 혹은 독립변수

로 분석하 으며 진료량 혹은 진료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관의 여

러 가지 구조적, 환경적, 조직적 특성 들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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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진료결과와 관련된 요인을 크게 세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병원 관련 요인은 조직적, 구조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고, 환자 및 질병 관련요인으로는 환자의 나이, 성별, 공여자 특성,  

진단명, 이식당시의 질병상태, 진단에서 시술까지의 기간, 전처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처치, 사망여부 등을 포함하 다. 진료량 요인으로는 병원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건수를 조사하 다.

진료결과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결과로 합병증에 대해 조사하 다. 합병

증 조사 항목에는 재발여부와 치료와 관련된 사망률(TRM, treatment-related 

mortality)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반응, 간정맥폐쇄증, 감염, 

출혈 등에 대해 발생여부를 조사하 다. 최종적인 진료결과는 이식술 후 

100일까지의 생존여부,  이식술 후 1년 생존 여부 등을 조사하 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환자의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

진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진료량과 진료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 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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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 진료량

환자 관련 특성

 

질병 관련 특성

병원의 조직적․ 

구조적․환경적 특성

<진료결과>

합병증 발생

사망률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술 

  전문성 및

   경험 증대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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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전

국 22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 다. 그 중 말초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술만 시행한 1개 기관을 제외한 21개 기관의 1,050명의 모든 환자를 대상

으로 하 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조사지를 이용하 으며, 이 조사지는 조혈모

세포이식 전임의의 자문에 의해 1차 수정 보완과정을 거쳤다. 또한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3개 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 담당 코디네이터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2차의 보완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자료수집은 200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 으며 우편으로 

배포, 회수하 고, 설문지 작성은 21개 병원 중 6개 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

식전문의 또는 전임의가 작성하 고 7개 병원은 코디네이터가, 8개 병원은  

사전에 조사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작성하 다.

조사지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두가지 종류의 형식으로 작성하 다. 

병원 이식술 담당자에게 기록 의뢰한 병원자료 수집용 조사지는 병원의 진

료량, 관련 인력, 교육 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환자자료 수집용 

조사지는 환자와 공여자의 특성, 질병특성, 전처치요법, 이식편대숙주반응 

예방치료, 합병증, 사망여부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부록 참조).

3. 변수의 내용 및 측정 방법

   독립변수는 병원의 조직적․구조적․환경적 특성, 진료량을 비롯해서 

병원의 진료경험과 관련된 치료 특성, 환자 및 질병 관련 특성 등이다. 병

원의 조직적 특성은 병원의 종별 유형과 대학병원 여부, 운 병상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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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구조적 특성은 담당 전문의수, 전문의 경력, 전담 코디네이터, 간

호사수 등이며, 환경적 특성은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해당된다. 진료량과 

관련된 특성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해당 병원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건수, 이식술 실시 기간 등이다. 환자 및 질병 관련 특성은 환자의 성별, 

연령, 공여자와의 관계, 공여자의 성별, 조직적합 항원 일치정도, 진단명, 

진단에서 이식술까지의 기간, 이식당시 질병 상태, 전처치 요법, 합병증 예

방 방법 등이다. 

종속변수는 1차적인 진료결과에 해당되는 합병증 발생과 100일 생존 여

부, 1년 생존 여부 등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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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수의 내용 측정 수준

병원의 조직적 특성

종별 유형

대학병원여부

운 병상수

대상 병원의 종별 유형

교육 병원 여부

대상 병원의 운  병상수

1:종합전문요양기관, 2:종합전

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1:대학병원 2:비대학병원

실수(심사평가원 조사자료참조)

병원의 구조적 특성

담당 전문의수

전문의 경력

코디네이터수

간호사수

대상 병원의 이식술 담당 

전문의 총수

해당 병원에서의 전문의  

경력의 합

전담 코디네이터 인원수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

사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병원의 환경적 특성

지역 병원이 위치한 지역 1:서울 2:서울을 제외한 수도

권 3. 기타 지역

진료량 관련 특성

진료량

이식술 실시 기간

1998-2000년까지 동종 조

혈모세포 이식술 건수

처음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술 실시한 해

실수

2000년 기준으로 몇 년 경과

환자 관련 특성

성별

연령

공여자와의 관계

공여자 성별

조직적합항원

환자의 성

환자의 연령

혈연관계

환자와 공여자의

성별관계

HLA-A, B, DR의 일치 

정도

1:남  2:여

실수

1:형제, 자매  2: 1이 아닌 혈

연관계 3:비혈연

환자-공여자 1:M-M 2:M-F 

3:F-F 4:F-M

1:완전 일치 2: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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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수의 내용 측정 수준

질병 관련 특성

진단명

진단에서 이식술

까지의 기간 

이식당시의 질병

상태

전처치

 합병증 예방

         

환자의 진단명

최초진단일과 이식술날짜

이식당시 질병의 진행 

상태

이식술 전처치 종류

GVHD 예방을 위한 처치

1:급성골수성백혈병 2:급성임파

구성백혈병 3:만성골수성백혈병

4. 재생불량성빈혈

(이식술 날짜)-(최초 진단일)

=실수

1:완전 관해, 만성기, 혹은 

 경증  2: 그외

1: TBI가 포함된 전처치

2: busulfan이 포함된 전처치

3. TBI, busulfan이 둘다 포함

된 전처치

4. 기타

1: MTX + cyclosporin

2: MTX + cyclosporin + steroid

3. MTX + FK506

4. 기타

진료결과

합병증 발생

100일 생존 여부

1년 생존 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이식후 100일 까지의 생

존 여부

이식후 1년 까지의 생존 

여부

1: 없음  2: 발생

1: 생존  2: 사망

1: 생존   2: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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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 되거나 점수로 입력하 으며, 입력된 자료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로 분석하 으며 개별환자를 분석단위로 하

다.

첫 번째 단계로 환자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 으며, 두 번째 단계로 환자 및 질병 특성, 병원의 특성, 진료량 등

이 진료결과에 미치는 향을 각각의 특성별로 χ 2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 단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

여 진료결과에 미치는 향요인 및 진료량과 진료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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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조혈모세포이식술 중 말

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을 제외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병원은   

총 21개 병원이며,  21개 모든 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 총 환자수는 

1,050명이고 이중 752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회수율은 71.6%이다.

   1. 환자 및 질병관련 특성

환자관련 특성에서 성별 분포는 남자가 412명(54.9%), 여자가 339명

(45.1%)으로 남자가 약 1.2배 더 많았다. 연령은 평균 27.6세이고 최저는 2

세, 최고는 61세이며 40세 미만은 637명(84.7%), 40세 이상은 115명(15.3%)

이다. 환자와 공여자의 관계는 형제 또는 자매의 혈연관계가 603명(80.6%)

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나 자매가 아닌 혈연관계가 16명(2.1%), 비혈연관

계가 129명(17.2%)이었다. 환자와 공여자의 성별 관계는 33%가 남자-남자

인 경우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여자인 경우가 19.8%로 가장 적었다. 환자

와 공여자의 조직적합항원의 적합도는 97.2%의 환자가 HLA-A, B, DR 이 

모두 일치하 고 2.8% 환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표 2).

질병관련 특성으로 가장 많은 진단명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58명

(34.3%)이었고 19.7%는 급성임파구성백혈병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 다. 

이식당시의 질병상태에 대해서는 407명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

성백혈병 환자중에서 87.2%인 355명의 환자가 첫 번째 완전관해(1st 

complete remission)상태 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서는 88.0%인 1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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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자가 첫 번째 만성기(chronic phase) 다.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서는 

143명(86.1%)이 중증(severe)상태이고 22명(13.3%)이 과중증(very severe) 상

태 다. 환자가 처음 진단받은 날짜부터 이식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405일

이었고 최소 14일부터 최고 17년이 넘는 6,427일까지 넓은 범위를 보여주

었다. 조혈모세포이식술 전처치요법으로는 전신방사선조사(TBI)가 포함된 

전처치가 328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TBI와 busulfan이 둘 다 포함된 

전처치는 34명(4.5%)이었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방법은 

short-term MTX와 cyclosporin A를 병합한 방법이 646명(85.9%)으로 가장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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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자 및 질병관련 특성

변수 및 범주 사례수(명) 백분율(%)

환자관련 특성

성별

남자 412 54.9

여자 339 45.1

연령 40세 미만 637 84.7

40세 이상 115 15.3

환자와 공여자와의 관계

형제 또는 자매 603 80.6

형제 또는 자매가 아닌 혈연관계 16 2.1

비혈연관계 129 17.2

환자와 공여자의 성별 관계

남자-남자 242 32.6

남자-여자 165 22.2

여자-여자 147 19.8

여자-남자 188 25.3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일치 724 97.2

불일치 21 2.8

질병관련 특성

진단명

급성골수성백혈병(AML) 258 34.3

급성임파구성백혈병(ALL) 148 19.7

만성골수성백혈병(CML) 181 24.1

재생불량성빈혈(AA) 165 21.9

이식당시의 질병상태

AML, ALL의 경우

1차 완전관해 355 87.2

그외 52 12.8

CML의 경우

1차 만성상태 154 88.0

그외

AA의 경우

심하지 않음(mild)

중증(severe)

과중증(very severe)

21

1

143

22

12.0

0.6

86.1

1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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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자 및 질병관련 특성                                             계속

변수 및 범주 사례수(명) 백분율(%)

질병관련 특성

전처치

TBI가 포함된 전처치 328 43.6

busulfan이 포함된 전처치 232 30.9

TBI, busulfan이 둘다 포함된 전처치 34 4.5

기타 158 21.0

이식편대숙주반응 예방을 위한 처치

short term MTX+cyclosporin A 646 85.9

short term MTX+cyclosporin A+steroid 16 2.1

short term MTX+FK506 57 7.6

기타 33 4.4

2. 진료량 및 병원 관련 특성

분석대상 환자의 자료를 수집한 총 21개 병원에서 조사기간중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건수(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술 제외)는 1건에서부터 508

건까지 다양한 진료량을 보여주고 있다. 

3년 동안 시술 건수가 10건 미만인 병원이 9개이며 100건 이상의 병원

은 3개 병원이다. 구체적인 진료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또한 병원

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기간은 평균 6.2년이고 최소 1년, 최고 

1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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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진료량 현황

(1998년∼2000년,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술은 제외)

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50미만

60이상~70미만

100이상

0

1

2

3

4

5

6

7

기관수

5미만 20이상~30미만 50이상~60미만 80이상~90미만

진료량

   조사대상 21개 병원의 조직적 특성에서 건강보험법상 종별 유형은 19개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주로 전문성을 갖춘 대형병원에서 조혈모세

포이식술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  병상수는 모든 병원이 800

병상 이상이다. 

구조적 특성으로 담당 내과전문의수는 최저 2명에서 최고 8명까지 있으

며 평균 3.3명이다. 내과 전문의 평균경력은 1∼2년부터 16년까지 다양하

다. 7개 병원은 코디네이터가 없고 12개 병원은 1명, 2개 병원은 2명의 코

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사수는 최저 3명에서 

최고 46명까지 있으며 평균은 11.40(표준편차 10.94)이다. 

환경적 특성으로 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10개 병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 병원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나머지 7개 병원은 수도

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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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 대상 병원의 특성

변수 및 범주
사례수(기관)

(N=21)
백분율(%)

조직적 특성

종별 유형

종합전문요양기관 19 90.5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2 9.5

대학병원 여부

대학병원 19 90.5

비대학 병원 2 9.5

운 병상수

1,000병상 미만 4 19.1

1,000∼1,500병상미만 12 57.1

1,500병상 이상 5 23.8

구조적 특성

담당 내과 전문의수

2명 7 33.3

3명 7 33.3

4명 5 23.8

5명 이상 2 9.5

코디네이터 수

0명 7 33.3

1명 12 57.1

2명 2 9.5

환경적 특성

서울

서울 제외한 수도권

기타

10

4

7

47.6

19.0

33.3

계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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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결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결과는 크게 합병증 발생과 

사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 다. 

전체 조사 대상자 752명 중에서 555명(73.8%)이 조사시점에서 생존해 

있었으며 197명(26.2%)이 사망하 다. 생존해 있는 환자 535명 중 116명

(21.7%)은 건강한 상태이며 419명(78.3%)은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이다. 

사망여부에 대한 진료결과를 100일 생존여부와 1년 생존여부로 나누어 

보았을 때, 669명(89.9%)의 환자가 이식술 후 100일까지는 생존해 있었고 

585명(78.6%)은 이식술 후 1년까지 생존해 있었다(표 4).

사망원인에 대한 질문은 중복 응답하 으며, 감염, 출혈, 재발이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조사되었다. 87명(46.3%) 환자는 감염이 주요한 사망

원인이었으며, 41명(22.2%) 환자는 출혈, 32명(17.1%) 환자는 재발이 주요한 

사망원인이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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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진료결과

변수 및 범주 사례수(명) 백분율(%)

100일 생존 여부(N=744)

생존 

사망

669

75

89.9

10.1

1년 생존 여부(N=744)

생존

사망

585

159

78.6

21.4

계       744      100.0

표 5.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사망원인

사망 원인 사례수(명) 백분율(%)

급성이식편대숙주반응(N=188) 15 8.0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N=187) 17 9.1

간정맥폐색증(N=187) 16 8.6

감염(N=188) 87 46.3

출혈(N=185) 41 22.2

재발(N=187) 32 17.1

생착실패(N=187) 6 3.2

* 중복응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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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환자 및 병원 특성

진료결과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특성 및 병

원 진료량과 진료결과의 관계를 일변량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진료결

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 는데, 첫 번째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생존한 환자 중에 합병증 발생 유무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이식술 후 100일 

생존여부, 세 번째는 이식술 후 1년 생존여부를 보았다.

가. 환자 특성과 진료 결과

  ( 1 ) 환자 특성과 합병증

이식 후 생존해 있는 환자중에 합병증 발생 유무와 환자 및 질병 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환자와 공여자의 관계가 형제 또는 자매의 혈연관

계일 때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고(p=0.001), 급성골수성백혈

병이나 급성임파구성백혈병에서 첫 번째 완전관해일 때 합병증이 없는 경

우가 많았다(p=0.080) (표 6). 전처치 방법이나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예방하

기 위한 치료법과 합병증 발생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최

초 진단에서 이식술까지의 기간과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합병증 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것은 급성이식편대숙주반

응(32.8%), 감염(30.6%), CMV감염(30.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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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자 특성에 따른 합병증

구 분  환자수
합병증 발생 환자수

  (합병증 발생률%)
P value

성별 남자

여자

283

251

221(78.1)

197(78.5)
0.912

연령 40세 미만

40세 이상

463

72

362(78.2)

57(79.2)
0.851

공여자와의 관계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아닌 혈연

비혈연

450

9

73

335(74.4)

0(0.0)

72(98.6)

0.001

환자-공여자 성별 조합

남자-남자

남자-여자

여자-여자

여자-남자

164

116

101

149

128(78.0)

90(77.6)

75(74.3)

121(81.2)

0.630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일치

불일치

519

11

405(78.0)

10(90.9)

0.305

진단명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182

93

129

131

143(78.6)

75(80.6)

106(86.2)

95(72.5)

0.259

이식당시의 질병상태

- AML, ALL의 경우

1차 완전관해 

그외

- CML의 경우

1차 만성상태 

그외

- AA의 경우

중증(severe)

과중증(very severe)

250

26

112

12

116

15

194(77.6)

24(92.3)

91(81.3)

11(91.7)

82(70.7)

13(86.7)

0.080

0.369

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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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합병증 종류

합병증 종류 사례수(명) 백분율(%)

급성이식편대숙주반응(N=705) 231 32.8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N=703) 91 12.9

간정맥폐색증(N=703) 80 11.4

감염(N=708) 217 30.6

CMV 감염(N=703) 212 30.2

출혈(N=704) 88 12.5

재발(N=703) 86 12.2

생착 실패(N=702) 24 3.4

* 중복응답 포함

( 2 ) 환자 특성과 생존율

환자 및 질병관련 특성과 이식술 후 100일과 1년 생존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40세 미만인 환자에서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고(p=0.010), 

조직적합항원 적합도가 일치하는 경우 100일 생존율과 1년 생존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와 공여자의 혈연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일 경우 

100일과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환자의 진단명은 재생불

량성빈혈인 경우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4), 이식술 당시 질

병상태는 첫 번째 완전관해 혹은 첫 번째 만성기인 경우 100일 생존율과 1

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재생불량성빈혈에서는 과중증 상태보다 증증 

상태인 경우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와 공여자 성별조합이나 

진단에서 이식까지의 기간은 100일 및 1년 생존율과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

되지 않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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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환자 특성에 따른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100일 및 1년 생존율

구 분 N

100일 생존율 1년 생존율

생존환자수

(생존율)
P value

생존환자수

(생존율)
P value

성별 남자

여자

408

335

362(88.7)

306(91.3)
0.239

313(76.7)

271(80.9)
0.167

연령 40세 미만

40세 이상

629

115

568(90.3)

101(87.8)
0.417

505(80.3)

80(69.6)
0.010

공여자와의 관계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아닌 혈연

비혈연

596

16

128

553(92.8)

11(68.8)

101(78.9)

0.001
496(83.2)

9(56.3)

77(60.2)

0.001

환자-공여자 성별 조합

남자-남자

남자-여자

여자-여자

여자-남자

240

163

145

186

211(87.9)

146(89.6)

129(88.9)

174(93.6)

0.269

177(73.8)

132(80.9)

114(78.6)

155(83.3)

0.093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일치

불일치

716

21

650(90.8)

13(61.9)

0.001 569(79.5)

11(52.4)

0.003

진단명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255

146

181

162

235(92.2)

125(85.6)

160(88.4)

149(91.9)

0.132

199(78.0)

104(71.2)

142(78.5)

140(86.4)

0.014

이식당시의 질병상태

- AML, ALL의 경우

1차 완전관해 

그외

- CML의 경우

1차 만성상태 

그외

- AA의 경우

중증(severe)

과중증(very severe)

353

49

154

21

141

21

322(91.2)

39(79.6)

143(92.9)

12(57.1)

129(91.5)

19(90.5)

0.012

0.001

0.943

274(77.6)

30(61.2)

125(81.2)

12(57.1)

124(87.9)

16(76.2)

0.012

0.0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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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특성과 진료결과

병원의 조직적 특성 중에서는 대학병원 여부와 1년 생존여부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 는데 대학병원의 환자에서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20). 환경적 특성으로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인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1년 생존율이 높았다(p=0.007). 병원의 인력과 

관련된 구조적 특성과 진료결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 다. 또한 조혈모세

포이식환자 코디네이터 유무에 따라 100일 생존여부와 1년 생존여부의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9). 내과전문의수와 평균경력, 소아과 전문의수

와 평균경력, 간호사수 등은 모두 100일과 1년 생존여부와 유의한 관련성

을 보여주었다(표 10).

표 9. 병원의 조직적․환경적 특성과 진료결과

구 분 N

100일 생존율 1년 생존율

생존환자수

(생존율)
P value

생존환자수

(생존율)
P value

대학병원 여부

대학병원

비대학병원 

 737

7

664(90.1)

5(71.4)

0.103 582(78.9)

3(42.8)

0.020

소재지

서울

서울제외한 수도권

기타

624

34

86

565(90.5)

30(88.2)

74(86.1)

0.407

503(80.6)

25(73.5)

57(66.3)

0.007

코디네이터 수

0명

1명

2명

93

182

469

79(84.9)

158(86.8)

432(92.1)

0.031
70(75.3)

124(68.1)

391(83.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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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진료결과

병원 구조적 특성

생존환자 중 

합병증 발생여부
100일 생존여부 1년생존여부

건강한

환자군

합병증

환자군
P value

생존

환자군

사망

환자군
P value

생존

환자군

사망

환자군
P value

내과 전문의 수

M(SD)

5.5

(1.84)

6.1

(1.92)
0.007

5.8

(1.98)

5.1

(2.26)
0.005

5.9

(1.93)

5.0

(2.21)
0.000

내과 전문의

 평균경력 M(SD)

6.7

(2.02)

6.9

(1.63)
0.164

7.2

(2.53)

6.7

(2.00)
0.049

7.3

(2.46)

6.7

(2.51)
0.007

소아과 전문의수

M(SD)

1.7

(0.65)

1.8

(0.58)
0.240

1.7

(0.64)

1.5

(0.81)
0.017

1.7

(0.60)

1.5

(0.81)
0.000

소아과 전문의

평균경력 M(SD)

8.3

(4.14)

8.0

(4.13)
0.607

8.1

(4.50)

6.2

(4.57)
0.000

8.3

(4.39)

6.6

(4.85)
0.000

간호사수 M(SD)
29.2

(18.67)

34.7

(15.14)
0.004

32.5

(16.37)

26.1

(16.74)
0.001

33.2

(16.13)

26.9

(17.05)
0.000

다. 진료량과 진료결과

진료량에 따른 진료결과를 살펴보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조사기간 

동안 50건 미만 실시한 병원을 저 진료량 기관 50건 이상 실시한 병원을 

고 진료량 기관 으로 나누어 비교하 을 때, 생존환자중 합병증 발생여

부는 저 진료량 기관 의 환자인 경우에 유의하게 합병증 발생이 낮았다

(p=0.001). 이식후 100일 생존여부와 1년 생존여부는 모두 고 진료량 기

관 의 환자일 경우에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았다(p<0.01). 이식술 실시기간

과 100일 및 1년 생존여부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표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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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병원의 진료량과 진료결과의 관계

구 분
진료량 (1998-2000년)

P value
< 50건 ≥50건

합병증 발생 환자수(%)
N=115

73(63.5)

N=420

346(82.4)
0.001

100일 생존환자수(생존율)
N=182

154(84.6)

N=562

515(91.6)
0.006

1년 생존환자수(생존율)
N=182

124(68.1)

N=562

461(82.0)
0.001

표 12. 병원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실시기간과 진료결과

구 분 이식 평균실시기간(표준편차) P value

합병증 발생여부 

건강한 환자군(N=116)

합병증 발생환자군(N=419)

12.9(5.88)

13.5(5.74)

0.278

100일 생존여부

생존환자군(N=669)

사망환자군(N=75)

13.1(5.80)

11.2(5.73)

0.000

1년 생존여부

생존환자군(N=585)

사망환자군(N=159)

13.3(5.69)

11.3(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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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진료결과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하 다. 독립변수는 병원 특성 중에서는 환경적 특성인 소재지 변수

를 포함시켰으며 나머지 내과 전문의수, 코디네이터 수, 간호사 수 등은 진

료량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회귀분석에서 제외하 다. 또한 환자 

및 질병 특성에서도 최초 진단에서 이식술까지의 기간은 환자의 질병상태

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 제외하 다. 

분석은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재

생불량성빈혈 상병의 세환자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왜냐하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진료결과에 매우 큰 향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질

병상태의 분류가 진단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급성골수성백

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에서 100일 생존여부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

인은 모두가 환자 및 질병 관련 특성 변수들로서 조직적합항원 일치도

(p<0.05), 비혈연관계의 공여자에 비해 형제 또는 자매의 혈연관계(p<0.01) 

등으로 유의한 양의 향관계이다. 1년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성별(p<0.05), 

조직적합항원 일치도(p<0.01), 비혈연관계의 공여자(p<0.01) 등이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었다(표 13).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100일 생존여부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은 조

직적합항원일치도(p<0.05), 이식술 당시 질병상태(p<0.01), 환자-공여자관계

(p<0.01) 등이며, 1년 생존여부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은 이식술 당시 

질병상태(p<0.05), 환자-공여자 관계(p<0.01) 등이다(표 14).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의 100일 및 1년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환자-공여자 

관계(p<0.05)가 유의한 향요인이다(표 15).

진료량 변수는 100일 생존여부와 1년 생존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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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료량이 많을수록 생존율이 높은 양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급성골

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는 p value가 

0.1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표 13, 14, 15).

표 13.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의 경우

구 분

100일 생존 1년  생존

RR
8)

95%CI
9)

RR
8)

95%CI
9)

병원특성

서울제외한 수도권
1)

기타 도시
1)

0.852      

 0.860

0.163∼4.452

0.223∼3.314

1.273

0.478

0.339∼4.774

0.181∼1.263

환자 및 질병특성

여자2)

40세 미만3)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불일치4)

1차 완전관해가 아닌 경우5)

형제, 자매 아닌 혈연관계6)

비혈연 관계6)

  *2.097

0.896      

**0.081     

  1.558

0.420

***0.199

0.974∼4.513

0.332∼2.418

0.011∼0.599

0.620∼3.917

0.039∼4.477

0.083∼0.481

**1.865

1.305

***0.086

1.785

0.612

***0.333

  1.115∼3.119

  0.687∼2.479

0.013∼0.557   

0.879∼3.627

  0.078∼4.831

0.169∼0.655

진료량 

50건 이상7) *2.653 0.883∼7.974 *2.039 0.882∼4.713

주) 기준집단 ; 1) 서울 ; 2) 남자 ; 3) 40세 이상 ; 4)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일치 ; 5) 질병상

태가 1차 완전관해 ; 6) 환자-공여자 관계가 형제 또는 자매 ; 7) 3년간 50건 미만인 저

진료량 

    8) RR relative risk ; 9) CI confidential interval

   * p<0.1   ** p<0.05   *** p<0.01



- 31 -

표 14.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구 분

100일 생존 1년  생존

RR
8)

95%CI
9)

RR
8)

95%CI
9)

병원특성

서울제외한 수도권1)

기타 도시1)

999

0.787

0.000∼999

0.085∼7.294

999

0.806

0.000∼999

0.134∼4.853

환자 및 질병특성

   여자
2)

40세 미만
3)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불일치
4)

1차 만성상태가 아닌 경우
5)

형제, 자매 아닌 혈연관계
6)

비혈연 관계
6)

 

0.608

1.997

**
0.087

***
8.755

999

***
0.191

0.203∼1.815

0.559∼7.130

0.009∼0.798

2.604∼29.435

0.000∼999

0.054∼0.677

0.858

*
2.487

  0.322

**
3.002

0.928

***
0.213

0.382∼1.925

0.951∼6.504  

 0.053∼1.962

1.016∼8.868

0.073∼11.759

0.087∼0.519

진료량 

50건 이상
7) *

5.037 0.780∼32.543

      

*
3.690

      

0.810∼16.804

주) 기준집단 ; 1) 서울 ; 2) 남자 ; 3) 40세 이상 ; 4)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일치 ; 5) 질병상

태가 1차 만성상태 ; 6) 환자-공여자 관계가 형제 혹은 자매 ; 7) 3년간 50건 미만인 저

진료량

8) RR relative risk ; 9) CI confidential interval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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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 재생불량성빈혈의 경우

구 분

100일 생존 1년  생존

RR
8)

95%CI
9)

RR
8)

95%CI
9)

병원특성

서울제외한 수도권1)

기타 도시1)

0.530

0.185

0.025∼11.408

0.014∼2.444

0.242

0.362

0.020∼2.938

0.029∼4.499

환자 및 질병특성

   여자
2)

40세 미만
3)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불일치
4)

중증또는과중증이 아닌 경우
5)

형제, 자매 아닌 혈연관계
6)

비혈연 관계
6)

0.718

2.933

999

1.002

**
0.028

**
0.113

0.205∼2.511

0.500∼17.188

0.000∼999

0.168∼5.979

0.001∼0.610

0.025∼0.511

0.458

*
4.665

999

1.439

***
0.017

***
0.026

0.134∼1.571

0.825∼26.393

0.000∼999

0.338∼6.128

0.001∼0.393

0.006∼0.117

진료량 

50건 이상7)

  

 *1.086 0.113∼10.392

 

 1.721 0.220∼13.445

주) 기준집단 ; 1) 서울 ; 2) 남자 ; 3) 40세 이상 ; 4) 조직적합항원 적합도 일치 ; 5) 질병상

태가 중증 또는 과중증상태 ; 6) 환자-공여자 관계가 형제 혹은 자매 ; 7) 3년간 50건 

미만인 저 진료량

8) RR relative risk ; 9) CI confidential interval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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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은 임상경험의 축적과 더불어 실험실에서의 장기 

세포배양, 조혈모세포의 분리 및 성상에 대한 연구, 유전자 치료의 적용, 

다양한 조혈모세포의 근원에 대한 연구 등으로 최근 다양한 질병에 급속히 

발전되는 분야이다. 동 시술이 1992. 10. 1부터 보험급여 되어 만 10년에 

이르고 있는 즈음 본 연구에서는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상병에 효과적

인 면역억제제와 항암제 개발과 투여방법의 발전에 힘입어 1998년부터 

2000년사이 큰 폭으로 진료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진료량-진료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1.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21개 기관(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기관 제외)의 모든 병원과 이식술이 시행

된 1,050명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진료량과 진료결과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이뤄졌고 조사기록은 

혈액종양 전임의 또는 전공의에 의하여, 일부는 코디네이터, 교육된 조사원

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의무기록조사시 안타까운점은 진료결과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합병

증 중 GVHD의 등급 표시 등 기록이 없거나 매우 미비한 의료기관이 상

당수 있어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은 의료시술의 

진료량-진료결과의 연구는 병원 의무기록 충실도에 따라 연구결과에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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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자체가 일부 특정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있으나 동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및 시행년도가 길지 않은 시술로서 자료수

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료행태이며, 분석 목적상 문제가 없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 고 자료 수집률이 71.6%로서 우수한 결과 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빈혈병의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일반 화학요법에 불응하는 난치성 백혈병

과 재생불량성빈혈 치료는 물론 첫 번째 완전관해시, 만성기시, 중증일 경

우에는 우수한 효과를 보임이 확인되고 있다(김인호 등, 2000). 그 과정에

는 전처치요법의 발달, 조혈 촉진 인자와 광범위 항생제를 포함한 일반 보

조요법의 발달, 이식편대숙주반응 질환과 간정맥폐색성 질환에 대한 예방

과 치료 등이 큰 기여를 하 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술의 진료량-진료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남자가 412명(54.9%), 여자가 339

명(45.1%)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기존 우리나라 다른 

상병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다(강 호 등, 2001) 그러나 급성골수성백

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에서 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년 

생존여부에 여자가 더 많이 생존하여 성별(p<0.05)이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1992년 보험급여 대상자 연령기준인 40세를 기준으로 보

면 40세 이상이 637명(84.7%), 40세 미만이 115명(15.3%)으로 이식 후 연령

이 100일과 1년 생존여부의 관련성을 보면, 40세 미만인 환자에서 1년 생



- 35 -

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0).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전처치요법으로 

치사량의 전신방사선조사와 초대량의 화학요법에 잘 견디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의 경우 환자연령이 진료결과

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여진다고 하는(김인호 등, 2000)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1년 생존율을 진료결과로 보았을 때 재생불량성빈혈인 경

우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4). 

   환자와 공여자와의 관계는 형제 또는 자매의 혈연관계가 603명(80.6%)

로  가장 많고, 조직적합항원 적합도는 97.2%의 환자가 HLA-A, B, DR 이 

모두 일치하 다. 공여자가 혈연관계일 경우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빈혈 모

두에서 100일 또는 1년 생존률이 유의하 는데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

해서도 유의하게 밝혀졌다(Matsuo 등, 2000) 이와같이 혈연관계이면서 조

직적합 항원이 완전일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최

상조건 뿐만아니라 보험급여가 인정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향후로는 형제자매의 수가 감소되고, ‘이식공여’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의 증대(1996년 성덕바우만의 비혈연이식 시행)와 이식술의 발전, 제 외

국과의 공여정보 및 이식 개방 등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공여자가 비혈연관계인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01), 비혈연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증가시 추후 평가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공여자의 성별은 남자-남자 32.6%로 가장 많고, 

여자-여자가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여자 성별은 100일 또는 1년 

생존율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환자와 상병과의 특성은 급성백혈병중 골수성이 258명(34.3%)로 가장 

많고 임파구백혈병이 19.7%, 만성골수성백혈병이 24.1%, 재생불량성빈혈이 

21.9%로 빈도순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식당시의 환자 질병 상태는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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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07명 중 355(87.2%)명이 첫 번째 완전관해 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

자에서는 154명(88.0%)이 첫 번째 만성기이고,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서는 

중증과 과중증이 99.4% 다. 이들 질병상태는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조혈모

세포 이식시기(재생불량성빈혈은 대량 수혈전)이며, 보험급여기준의 1차적 

인정 대상이기도하여 상대적으로 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김학기, 

1997). 

   이식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환자가 처음 진단 받은 날짜부터 이식술

까지 기간은 평균 405일이고, 최고 17년이 넘는 6,427일까지 있었으나 합병

증발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위해 전처치요법은  질병의 상태, 환자의 나

이, 과거의 치료 병력 등에 따라 다양한 요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것은 전신방사선조사(TBI,total body irradiation)와 화학요법

(항암제, busulfan)이 포함된 전처치요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전신방사선조

사와 busulfan이 포함된 전처치가 74.5%로 나타나고 있다(손상균, 2001). 

이식편대숙주 예방으로는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이 단독으로 사용

되기도 하나, 최근에 methotrexate 과 cyclosporin의 병합요법을 이용함으

로써 각각의 단독약제를 쓴 경우보다 급성이식편대숙주 반응의 발병률 현

저히 감소시킨다(엄현석 등, 1992)는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short-term MTX(methotrexate)와 cyclosporin A를 병합한 방법이 85.9%로 

가장 많았다.

   진료량과 진료결과는 이식후 100일과 1년 생존 모두에서 진료량이 3년

간 50건 이상인 경우에서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았다(p<0.1). 이는 미국에서 

년간 5회 미만인 기관에서 이식 받은 환자의 시술관련 사망률과 이식실패

의 비교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Horowitz 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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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급성골수성벡혈병,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재생

불량성빈혈 환자의 100일 또는 1년 생존의 진료결과에 향을 주는 공통적

인 요인은 비혈연관계의 공여자에 비해 형제 또는 자매의 혈연관계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연구 된 Matsuo 등(2000)에서도 혈연관계의  진

료량-진료결과가 유의하게 밝혀졌다. 이 밖에 향을 주는 요인은 재생불

량성빈혈 환자를 제외하고 조직적합항원일치도가 생존 여부에 유의한 향

을 주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서 조직적합항원

이 일치한 형제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 좋은결과을 얻었다는 김인호 

등(2000)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 외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는 이식술 당시 

첫 번째 만성질병상태가 100일 및 1년 생존여부에 유의성을 보 다

(p<0.01). 

   진료량은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진료량이 많을수록 100일과 1년 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p<0.1). 

   한편, 병원의 특성중 조직적 특성에서 볼 때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생존

율이 높았고, 환경적 특성에서는 서울지역이 유의하 다(p=0.007). 병원의 

인력과 관계된 구조적 특성은 내과․소아과 전문의수와 경력, 숙련된 간호

사수, 특히 코디네이터 유무에 따라 100일 및 1년 생존여부가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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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은 우리나라에서 1983년 성인 백혈병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시술된 이후 백혈병 뿐만아니라 면역성 질환 등 다양한 상병의 

치료요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면역질환 등으로 질병 양상

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시술의 질과 성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처

치 요법의 간소화 및 과학화, 조혈모세포의 실험실 처리 등을 통해 종양 

특이적 접근을 추구하고 기존 전처치용 약제의 문제점을 해소한 신약 개발

로 인해 외래에서도 이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 될 전망이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은 고도의 기술과 장기간의 치료, 다른 의료서비

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료비 및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치료술로서 

이식 실시기관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치

료시 일차로 선택되는 경향인 바, 동상병의 진료량-진료결과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

행한  21개 모든기관에서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동안 시행된 동종 조

혈모세포이식술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752건, 수집률:71.6%)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 진료량-진료결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병원 특성, 환자 및 질병 특성을 사용하 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자요인의 향을 보정하 을 때 이식실시기관

의 진료량과 진료결과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실시기관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 하여 진

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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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불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기관에 대한 중간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년간 시술실적이 미달되는 기관이 대부분임을 감안 할 때 의료

자원 낭비 및 의료의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센타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겠다. 

   본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 이식 실시기관의 진료량과 진료

결과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시술실적이 년 3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인정기준의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100일 및 1년 생존여부를 진료결과로 

측정하 으나 혈액종양의 완치기준을 3년간으로 볼 때 장기적인 결과를 측

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진료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진료결과 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질병 경중도에 대한 보정을 시도

하 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기관간 환자 구성상태(case-mix)차이

에 대한 충분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 의해 

진료결과의 주요 향인자가 진료량인지 아니면 선택적 의뢰

(selective-referral)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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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 진료량 - 진료결과 

관계 규명을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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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자료 수집용                                Hosp No.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현황조사

                                 병원명 :               병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본인은 조혈모세포이식기관을 

대상으로 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에 대한 귀 병원의 현황입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

신 내용은 모두 전산처리되어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이식술 현황 기초자료로

만 활용되므로 설문내용에 대한 비 은 보장됩니다.

이 설문조사가 조혈모세포이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성실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및관리학과 

문   희   경

연 락 처 : 055-239-7652

 : 011-743-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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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술과 관련하여 다음사항들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귀 병원에서 최초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       년   월   일 )

2. 해당 년도별, 이식종류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 건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BMT          건          건          건

PBSCT          건          건          건

   

3. 2000년 12월 기준, 실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하는 전문의의 진료과별 인원

수와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전문의별로 진료과와 언제부터 조혈모세포이

식술에 참여했는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 분 시작 연도와 월 구 분 시작 연도와 월

     과 의사 1      년   월      과 의사 8      년   월

     과 의사 2      년   월      과 의사 9      년   월

     과 의사 3      년   월      과 의사 10      년   월

     과 의사 4      년   월      과 의사 11      년   월

     과 의사 5      년   월      과 의사 12      년   월

     과 의사 6      년   월      과 의사 13      년   월

     과 의사 7      년   월      과 의사 14      년   월

3-1. 2000년 12월 기준,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코디네이터와 병동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코디네이터    □ 없음    □ 1명    □ 2명    □ 기타(       명)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사수 (수간호사 포함)            명

4. 이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 교육자료(책자, 시청각자료, …)를 통해 교육함

   □ 의료진이 포함된 가족모임을 통해 교육함

   □ 교육책자와 모임을 통해 교육함         

   □ 교육 없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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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자료수집용                                         Hosp No.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현황조사

                                            병원명 :             병원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생입니다. 저는 조혈모세포이식기관을 대상으

로 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

다.

조사하는 내용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상병으로 

귀 병원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급여, 비급여 모두 포

함)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환자 및 상병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전산

처리되어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이식술 현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므로 설문

내용에 대한 비 은 보장됩니다.

이 설문조사가 조혈모세포이식술 관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및관리학과 문희경

         연 락 처 :  055-239-7652

       :  011-743-2879



- 47 -

                                           환자 등록번호 :            

■ 귀 병원 조혈모세포이식술 환자에 대한 다음 사항들에 응답해 주십시오.

   각 질문의 해당란에 ‘∨’를 표시해주시거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진단명이 백혈병 혹은 재생불량성빈혈이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1998년-2000년 사이에 받은 환자만 해당됩니다.

⊙ 다음은 환자 및 공여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술 당시 환자 연령과 성별을 표기해 주십시오.

만  (    ) 세    /      □ 남     □ 여

2. HLA-matching 상태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HLA-A □ full-matched    □ haplo-matched    □ unmatched

HLA-B □ full-matched    □ haplo-matched    □ unmatched

HLA-DR□ full-matched    □ haplo-matched    □ unmatched

3. 공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환자와 공여자의 혈연관계를 표시해 주십시오.

□ 혈연 - 형제 또는 자매     □ 혈연 - 형제․자매가 아닌 혈연관계

□ 비혈연

3-2. 공여자의 성별을 표기해주십시오.

□ 남                        □ 여

                                    

⊙ 다음은 환자 상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 조혈모세포이식술 전 최종 진단명을 표기해 주십시오.

□ AML     □ ALL     □  CML     □ aplastic anemia

5. 환자가 백혈병 혹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처음 진단 받은 날짜를 기록해 주십시오.

(         년      월      일)

6. 조혈모세포이식술 직전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하여 표기해 주십시오.

6-1. AML, ALL상병의 경우입니다.

        □ Complete Remission - 몇번째 CR입니까?  □ 1st □ 2nd □ 3rd이상

        □ Partial Remission   

        □ Refractory

        □ 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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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CML 상병의 경우입니다.

        □ Chronic phase - 몇번째 CP입니까? □ 1st    □ 2nd     □ 3rd이상

    □ Accelerated phase

    □ Blast Crisis

   6-3.  Aplastic anemia 상병의 경우입니다

□Mild          □Severe         □Very severe

 

⊙ 다음은 이식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7. 조혈모세포이식술 종류와 이식술 날짜를 표기해 주십시오.

     □ conventional BMT      □ PBSCT    

이식술 날짜 (          년       월        일)

8. 조혈모세포이식술 전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TBI가 포함된 전처치

    □ Busulfan이 포함된 전처치 

    □ TBI와 Busulfan이 둘 다 포함된 전처치

    □ 기타 (                                      )

9. GVHD를 예방하기 위한 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short-term MTX+Cyclosporin A

    □ short-term MTX+Cyclosporin A+Steroid

    □ short-term MTX+FK506

    □ 기타 (                                     )

10. 환자에게 이식된 조혈모세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주십시오

    Total Nucleated Cells (              ×10
8
/㎏ )

    CD34(+) Cells  (              ×10
6
 /㎏ )

11. 조혈모세포이식술후 재이식이 있었습니까? 

     □ 재이식 안함               □ 재이식 함(    번)

⊙ 다음은 진료결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2. 조혈모세포이식술후 환자가 현재 생존해 있습니까? (응답날짜기준임)

□ 예 → 생존 상태는 어떠합니까?  □ 건강함(disease-free survival)

                                  □ 합병증 발생

□ 아니오 (→ 다음 12-1. 12-2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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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망하 다면 사망의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 Acute GVHD □ Chronic GVHD □ VOD

    □ 감염(부위:        ) □ 출혈(부위:         ) □ 재발

    □ 생착실패 □ 기 타 (                   )

12-2 사망일은 언제입니까? (     년    월    일)

13. 이식 후 다음의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언제 발생했는지를 표기해 

주십시오

  

Acute GVHD  □ 있음

  ➡  D+     일 발생

     □gradeⅠ  □gradeⅡ  □gradeⅢ  □gradeⅣ

□ 없음

Chronic GVHD  □ 있음

  ➡  D+     일 발생

□gradeⅠ  □gradeⅡ  □gradeⅢ  □gradeⅣ

□ 없음

치료가 필요한 VOD  □ 있음   □ 없음

균주가 확인된 감염  □ 있음

  ➡  D+     일 발생

     감염부위는? (              )

  □ 없음

혈청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CMV 감염

 □ 있음

  ➡  D+     일 발생

  □ 없음

출혈  □ 있음

  ➡  D+     일 발생

     출혈부위는? (              )

  □ 없음

재발  □ 있음

  ➡  D+     일 발생

  □ 없음

생착 실패  □ 있음

  ➡  □ primary    □ secondary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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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Volume-Outcome Relationship

     in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eekyung, Mo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ted by Professor woo-hyun Cho, Ph.D.)

 In Korea, the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s first applied 

between siblings on March, 1983, and has been acknowledged as an 

insured treatment since Oct. 1, 1992. In 2000, a total of 21 medical 

institutions are validated as official institutions that can provide this 

treatment. In case of the medical service that requires higher medical 

technology and the expertise or proficiency of the provider, such as 

open heart surgeries, percutaneous coronary angioplasties as well as 

stem cell transplantation, more experiences of the provider are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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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ffect positively the result of the treatment due to the accumulation 

of his/her proficiency and specialty. A survey was conducted in 2001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is treatment in the institutions in Korea that perform stem cell 

transplantat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in the average annual treatment volume 

(or application volume) and the survival rates of the patient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 

treatment volume, among all the institution characteristic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utcome of the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Korea.

 In all the 21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provided the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Korea for three years from 1998 to 2000,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all the patients who received this 

treatment for acute myelocytic leukemia (AML), acute lymphocytic 

leukemia (ALL), chronic myelocytic leukemia (CML) and aplastic anemia 

(AA). Out of 1,052 patients, 752 subjects returned the survey (return 

rate: 71.6%).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the treatment: While there are institutions that performed only one 

treatment for the whole period studied, there are also those that 

provided about 500 treatments. Based on the purpose of analysis, the 

institutions were classified into 'low volume' (less than 50 treatments) 



- 52 -

and 'high volume' institutions (50 treatments or more). To each of the 

three patient groups - acute myelocytic and lymphocytic leukemia (AML 

& ALL), chronic myelocytic leukemia (CML) and aplastic anemia (AA),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urvival 

rates for 100 days and for a year after transplantation as the two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urvival rates for both 100 

days and a yea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tients 

received the treatment in the high volume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two patient groups: AML & ALL (100-day survival rate: RR=2.653, 95% 

CI=〔0.883∼7.974〕, one-year survival rate: RR = 2.039, 95% CI=〔0.88

2∼4.713〕), and CML (100-day survival rate: RR=5.037, 95% CI=〔0.78

0∼32.543〕, one-year survival rate: RR=3.690, 95% CI=〔0.810∼16.804〕). 

On the other hand, in the AA patient group, the treatment volum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100-day survival rate - that is, 

the 'high volume' institutions have a higher rate (RR=1.086, 95% CI=

〔0.113∼10.392〕), but not on the one-year survival rate. Compared by 

gender, one-year survival rate was higher in the female subjects with 

AML & ALL. CML＆A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tients 

younger than 40 years of age. In addition, the following patient 

characteristics also affect the survival rates: both 100-day and one-year 

survival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recipient and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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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iblings; the pre-transplant condition was the 1st complete 

remission with acute myelocytic and lymphocytic leukemia, or the 1st 

chronic stage of chronic myelocytic leukemia. Besides, in case of aplastic 

anemia, one-year survival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tients 

with severe rather than very severe conditions before transplantation.  

In addition, survival rate was higher in university hospitals and the 

medical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made 

by the number of specialists in internal medicine and pediatrics, their 

experiences, and the presence of experienced nurses and coordinator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volume and the outcome of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the medical institutions providing this treatment. The 

current Korean standard for granting insurance payment requires the 

medical institutions to have more than 3 treatments annually.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andard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its 

appropriateness, based on the study result.

 Meanwhile, the present study measured the 100-day and one-year 

survivals after the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based on the 

outcome of examination. But, seen from the fact that the standard for a 

complete recovery from blood cancer is three years, the study has a 

limitation - it didn't determine more longer-term outcomes. Therefore,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using the indexes of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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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utcomes in order to determine more accurately the treatment 

outcomes of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Though this study 

attempted to adjust the degree of disease severity, lack of data 

obstructed sufficient adjustment of the differences in the case-mix of the 

patients between the medical institutions providing the treatment. So,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future studies to analyze clearly the major 

factor of the treatment outcome - if it's a treatment volume or selective 

refer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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