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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위절제술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비교

연구 배경 및 목적: 위암은 년 넘게 국내발생률 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10 1

암으로 전체 암 발생 중 를 차지한다 조기 위암의 치료방법은 진행, 12% .

정도에 따라 외과적으로 위를 절제하는 방법과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내시경 절제술의 경우 최소 침습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위가 보전되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나 남아있는 암세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경우 암세포가 커지거나 전이 혹은.

재발로 이어져 다시 병원을 찾게 된다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수술 방법과.

그에 따른 예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일개 병원이 아닌,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관한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의 대표성을 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위절제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년 동안 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이 중 위암 진단 이전`05~`13 .

년 동안 암 진단 경험자는 제외하였으며 위암 진단 이후 일내 위절제술3 , 90

받은 대상자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내시경적 절제술 받은 그룹과 외과적.

절제술 받은 그룹으로 나누어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 및 로그순위법1) , 2)

비례위험모형 비례위험가정 검토 하위그룹분석 순서대로 연구를Cox , 3) , 4)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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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과 로그순위법을 통해 암 재발 위험을 비교해본 결1)

과 외과적 절제술을 받은 그룹보다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은 그룹에서 암 재,

발 위험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개월 생존율은 내시경절제술이 외과적. 6 99%,

절제술이 로 미세하게 내시경 절제술이 더 높았으나 그 이후 역전되어 년98% 5

생존율이 외과적 절제술이 내시경적 절제술이 로 나타났다69%, 59% .

공변량으로 수술방법 성별 연령 소득분위 장애여부를 선정하였고2) , , , ,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에서 주관심변수인 수술방법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연령을 통제하고 외과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보다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 ,

은 사람에서 암 재발 위험이 약 배 더 높았다1.3 .

비례위험가정 검정 결과 수술방법 변수는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지 않는3)

것으로 나타나 을 사용하여 개월을 기준으로 나누time-dependent variable 40

었고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월 이전 암 재발 위험, Extended Cox model . 40

이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이 배 높은 반면 개월 이후1.3 , 40

암 재발 위험은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이 배로 시간이 지2.2

날수록 두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경향성이 강해졌다.

하위그룹분석에서 수술 방법 별 암 재발 위험이 유의하게 차이나는 그룹은4)

남자 대 이하 대 대 이상 중산층 장애없음 장애있음 그룹이었다, 30 , 60 , 70 , , , .

해당 그룹이 포함된 공변량 제외 나머지 공변량을 모두 보정한 하위그룹분석

에서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남성 배 대 이하1.4 , 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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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 배 대 이상 배 중산층 배 장애없음, 60 1.4 , 70 1.4 , 1.5 , 배 장애있음1.3 ,

배 더 높았다2.2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과적 절제술보다 내시경적 절제술이 암 재발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나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절제술 방법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인 임상적 상태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

로 내시경적 절제술이 예후가 더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조기위암 환자를 추출할 수 있는 병기정보가 없었기 때

문에 대상자 선정 과정의 바이어스를 배제할 수 없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더 예후가 좋은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위암 위절제술 생존분석 카플란마이어 비례위험모형 시간의존형변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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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 에 따르면 위암은 년 넘(2018) , 10

게 국내 발생률 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암으로 전체 암 발생 중 를 차지1 , 12%

한다 년 이후 연령표준화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년. 2011 2018

기준 위암 유병자 만명을 넘어섰고 신규 위암 환자가 한해에만 약 만명에30 3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유병률과 발생률 모두 높은 암이다 성별로 나누어 보.

면 위암은 남자에서 첫 번째로 여자에서 네번째로 호발하는 암으로 이는 위,

암의 위험 요인인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위암은 서구보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영국 개국의 위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 영국· · 4 ,

보다 위암 발생률이 높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

기 때문에 위암 환자의 년 순 생존율은 로 미국 영국5 68.9% (33.1%), (20.7%),

일본 에 비해 매우 뛰어난 수준으로 나타났다(60.3%) .

위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받을 경우 완치 가능성이 높다 조기 위암은 위암.

이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육층 장막층까지,

위암이 침범한 진행성 위암과 구분된다 조기 위암은 전이성 진행성 위암과. /

달리 치료 예후가 매우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위암의 년 생존율은. 5

이상이며 년 생존율은 이상으로 우수한 예후를 보인다 도영록90% , 10 85% ( ,

조기 위암의 재발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에서2004). 1.3% 13.7%

정도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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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는 수술적 절제이며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국소 병변인 경우에는 분화도 암의 크기 침윤 깊이 등의 특정 조건을 고려, ,

하여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강래엽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 , 2017).

적 절제술을 받는 경우 수술 방법이 최소 침습적이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자신의 위가 보전되어 일상 복귀가 빠르고 수술 후 합병증이나 통증 등 발생,

도 더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들이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다 그러나 내시.

경 절제가 무조건 더 좋은 수술 방법인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암세포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여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후,

에 암 세포가 커지거나 전이되어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시경점막절제에서 기술적 발전으로 내시경 점막하 절개 박,

리법이 도입되면서 그 적응증이 확대됨에 따라 림프절 전이의 위험 또한 증가

하였고 그 결과 불완전한 내시경 절제에 따른 추가 수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박지혜( , 2009).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생존율이나 합병증 발생에 관한 비

교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많은 경우 일개 병원 또는 특정 소수 기관,

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자.

료를 이용하여 년 년 동안 최초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2005 ~2013

위절제술 방법에 따라 이후 암 재발 양상의 차이 암 재발 위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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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위절제술에 따른 암 재발 양상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년 년 동안 최초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위절제. 2005 ~2013

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위절제술 방법 내시경적 절제술 외과적( /

절제술 에 따른 암 재발률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성별 연령 소득분) , , ,

위 장애여부를 고려한 암 재발 위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부 목적은 다음, .

과 같다.

첫째 위절제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암 재발 분포를 알아본다, .

둘째 위절제술 수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의 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위절제술 수술 당시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암 재발 위험 차이 및 영향,

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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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위절제술 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고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과 로그순위법을 통해 두 절제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이후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대. Cox

상자의 특성을 통제한 암 재발 위험을 분석하고 로그누적기저위험함수, plot,

잔차검정을 통해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비Scheonfeld .

례위험가정 위반 시 시간의존형변수를 사용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변량들의 하위그룹분석을 통해 각 그룹에서 위절제술 방법에 따라 암,

재발 위험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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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05~`13

위절제술 받은 환자

내시경적 절제술

수술방법 대상자 특성에 따른 암 재발 위험 비교,

외과적 절제술

연구대상자 분포 수술방법에 따른 재발 분포,

1.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2. Proportional hazard test

3. subgroup analysis

1. Chi-square

2. Kaplan-Meier

3. Log-rank test

4.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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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는 전국민 모집단의 인 만명을 성 연령 가입자구2% 100 · ·

분 보험료 분위 지역별 층화추출한 자료로 년부터 년까지 년치· · , 2002 2013 12

누적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 경제적 현황 자격 및 보험료 장애 및 사망. · ( , ),

의료이용 현황 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현황을 담고 있어 다양한 학술연( ),

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다음,

과 같다.

구성 변수

자격DB
기준년도 개인일련번호 성 연령대 사망년월, , , , ,

소득분위 장애중증도구분,

진료 명세서DB
개인일련번호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 ,

주상병 부상병,

진료 진료내역DB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분류코드, ,

진료 상병내역DB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상병기호, ,

표 1 분석에 사용된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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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 선정 과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선정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

1) 선정기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 시 주 질병코드는 위- , C16(

의 악성 신생물 이외에도 위의 제자리 암종 위의 양성 신) D002( ), D131(

생물 부위 불명 소화 계통의 양성 신생물 등이 있으며 이 중 약), D139( )

가 수술 이후 으로 주 질병 코드가 상향되었다 변선주9% C16 . ( ,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 청구된 명세서가 있는 모든- C16, D002, D131, D139

환자를 최초 선정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중 으로 질병 코드가, C16

상향된 환자만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초 진단일로부터 일 이내 위절제술 코드가 청구된 건이 있는 환자만- 90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분 코드명 코드

내시경

절제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종양절제 Q7651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EMR)
Q7652, QX701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QZ933, QX704

외과적

절제술

위아전절제술

Q0251, Q0252, Q0253,

Q0254, Q0255, Q0256,

Q0257, Q0258, Q0259,

Q2594, Q2598

위전절제술
Q2533, Q2534, Q2536,

Q2537, QA536

표 2 위절제술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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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기준

위절제술 당시 진단코드가 였으나 이후 으로 질병 코- D002, D131, D139 C16

드가 상향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위암 최초진단일 이전 년간 암으로 진단된 명세서가 존재하는 대상자는- 3

모두 제외하였다.

위암 최초진단일 이후 개월 이내 위절제술 이후 개월 이내 케모포트- 3 , 6

삽입술이나 항암제 급여 투여 이력이 있는 환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 )

다.

위암 최초진단일 이후 개월 이내 두 가지 수술방법을 모두 경험한 환자- 3

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위절제술 이후 개월 이내 위암이 아닌 다른 암 발생한 환자는 제외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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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이후 으로 상향되지D C16
않은 대상자 명 제외6,670

위암 최초진단일 이전 년간3
암 진단 이력 있는 대상자(C)

명 제외2,085

위암 최초진단일 이후 일내90
케모포트삽입 또는 항암제투여

대상자 총 명 제외867

년 위암 최초진단 대상자05~13

총 명17,441

일내 위절제술 받은 대상자90

총 명2,526

최종 연구대상자 총 명2,099

내시경적절제술 명 명- 691 (event=180 )

외과적절제술 명 명- 1,408 (event=322 )

일내 두 수술방법 모두90
경험자 총 명 제외39

위절제술 이후 일내180
다른 암 발생 명377 ,

케모포트삽입 또는 항암제투여
명 제외11

그림 2 연구대상자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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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위절제술 이후 암 재발까지 걸린 시간이다 위절제술.

이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처음 암이 재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의하

였다 암 재발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 중 로 시작하는 코드가 진료. (KCD) C

기록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다만 위암 재발의 경우 위절제술 이후 연속. ,

된 치료로 위암 코드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위암의 치료목적 명세

서와 위암 재발 명세서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암 코드를 포함한 명.

세서 사이 시간 공백이 개월 이상 존재하고 공백 이후 위절제술이나 케모포6 ,

트 삽입술 항암 급여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만 위암 재발로 보고 시간을 정, ( )

의하였다.

암 재발이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는 중도절단 처리하되 사망한 경우는 사망,

일까지로 중도절단 처리하였다 사망하지 않은 경우 년 자격테이블에 존. 2013

재할 경우 년까지 년 자격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2013 , 2013

자격 테이블에 존재하는 년도까지로 중도절단 처리하였다.

cancer event End point of Survival time

Event

타 암 타 암으로 처음 진단받은 날짜

위암
직전 위암 명세서와 개월 이상 시간6

공백 이후 첫 위암 진단 날짜

non-event

사망 사망년월의 일15

자격정보누락 마지막 자격정보년도의 일12.31

그 외 일2013.12.31

표 3 정의. Time-to-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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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심 변수

본 연구의 주 관심 변수는 위절제술 수술 방법이다 내시경적 절제술과 외.

과적 절제술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 독립 변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다음 네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

다 모두 위절제술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격테이블을 사용하였다. , .

가) 연령대

세 단위로 범주 재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대 이하 대10 , 30 , 40 , 50

대 대 대 이상 총 개 범주로 사용하였다, 60 , 70 5 .

나) 성별

주민등록 기준의 성별을 사용하였다.

다) 소득분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분위를 고소득층 분위를 중산층, 10 , 5~9 ,

분위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재욱1~4 . ( , 2014)

라) 장애여부

자격 의 장애중증도구분 변수를 장애여부로 재 범주화 하여 장애없음 정DB (

상 장애있음 중증 경증 개의 범주로 사용하였다),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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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와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SAS 9.4 R 3.6 ,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암 재발 분포를 기술통계량 및1) chi-square

검정을 통해 알아본다.

위절제술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차이를2) Kaplan-Meier Curve,

를 통해 알아본다Log-rank test .

위절제술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비교위험도를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3)

해 알아본다.

로그누적기저위험함수 잔차를 통해 비례위험률 가정에4) plot, Schoenfeld

대해 검정하고 위반 시 시간의존형 변수를 사용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본다.

하위그룹분석을 통해 각 공변량 그룹별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을5)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알아본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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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존분석

생존분석은 관심의 대상인 집단의 생존시간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생존시간 이란 어떤 사건 가 일. (time to event) (event)

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며 둘 이상 그룹 간 생존시간을 비교하거나 특,

정 변수들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 생존event (hazard ratio)

분석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건 는 암 재발이며 시간. (event) (time to

은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이후 암 재발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event)

의미한다.

나. 중도절단(Censor)

생존분석이 다른 통계 기법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중도절단자료를 활용한다

는 점이다 중도절단시점 이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분.

석은 다른 통계 기법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는 관찰기간보.

다 발생이 늦은 경우를 의미하는 우측 중도절단 이 존event (right censored)

재한다 즉 위절제술 이후 관찰 기간 내에 암 재발이 없거나 암 재발 이전. , ,

사망하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관찰에 실패한 대상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 .

서는 이러한 우측 중도절단 대상자를 포함하여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생존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 생존곡선Kaplan-Meier

방법은 누적생존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 과정이 간단하Kaplan-Meier

고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중도탈락이나 관찰 중단 등을 다루기 편해 널리



- 14 -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번째 구간에 생존할 확률 라 표시하고, 는 번째 구간의 시작점 바

로 직전에 계속 관측되고 있던 환자수를 나타내며 이, 를 번째 구간의 위

험에 노출된 대상자수 라고 부른다(number of subjects at risk) . 는 번째

구간에서 사망한 환자의 수로 사망이 동일시점에서 발생하지 않게 되면 는

항상 이 되지만 동일사망이 있는 경우1 는 보다 크게 된다 생존율 계산에1 .

서 절단된 자료의 역할은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수 를 감소시키는 일이다.

생존함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라. 로그 순위 검정 (Log-rank Test)

로그 순위 검정법은 두 그룹 이상의 생존함수를 비교하기 위한 검정법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두 그룹에 대한 생존함수를 각각. , 라고 할 때 귀

무가설은 두 생존함수가 같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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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례위험모형Cox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비례위험모형 은 두 수술 방법에 따른Cox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암 재발 위험을 통계적으로 모형화한 것으로 암 재발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

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생존 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이다 비례위험모형의 특징은 공변량이 암 재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정.

하는 함수와 그 영향이 없는 상태의 재발 위험을 표현하는 기저함수를 분리하

여 공변량들 간의 상대적 효과를 산출가능하다는 점이다 모형에서 생존시. Cox

간( 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 ( 이 있을 때 위험함수 를) , (hazard function)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만약 모든 공변량이 영 값을 가지면 위험함수에 미치는 공변량들의 영(zero)

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위험함수는 가 되는데 이를 기저위험함수

라 한다(baseline hazard function) .

여러 공변량이 고려되어야 할 때 적절한 모형에 대한 탐색은 우선 각 변Cox

수 하나만으로 구성된 모형 에서 각 변수의 유의성을 살피(univariate model)

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음단계로 중요 변수들을 모두 모형. , (multivariate

에 적합시키고 공변량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여 최종 모형으로 결model)

정한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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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례위험가정 검토

콕스비례위험모형은 개체의 위험률의 비례성 가정에 의존한 모형이므로 모

형 적합을 위해서는 비례성 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비례위험모형. ,

내의 하나의 공변량이 증가 혹은 감소할 경우 그에 대한 위험률도 공변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

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모형 구축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 공변수 일.

지라도 비례위험가정 위반 시 시간의존형변수 로 변(time-dependent variable)

환하여 모형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관심변수인 수술방법( 이 비례위험가정을 위반한다면 특정)

시점 를 기준으로 위험도가 가중되는 시간의존형변수를 적용하여 위험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지시함수이다.

  exp ≥ 

비례위험가정 검정 방법으로는 로그누적기저위험률 그림 누, log-log plot,

적 잔차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 누적기저위험Scheonfeld .

함수 그림과 잔차검정으로 수행하였다 잔차는 각 개Scheonfeld . Schoenfeld

체에 대해 사건발생 시 공변량 값에서 해당 기댓값을 뺀 값으로 얻는다 여기.

서 기댓값은 위험집합에서 공변량들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잔차는. Schoenfeld

사건발생 시간과 독립이므로 모형을 만족한다면 산점도에서 랜덤하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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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암 재발 여부에 따른 대상자 분포

총 연구대상자는 명이며 암 재발 케이스는 명으로 약 였고 암2,099 502 24%

재발하지 않은 케이스는 명으로 약 였다 수술 방법에서는 내시경적1,597 76% .

절제술이 명 외과적 절제술이 명으로 외과적 절제술이 약 배 더 많691 , 1,408 2

았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명이고 여성이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 1,379 720

았다 연령에서는 대 이하 그룹이 명 대 명 대 명 대. 30 83 , 40 276 , 50 533 , 60 652

명 대 이상 명으로 대가 가장 많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의료급여가, 70 555 60 . 69

명 저소득층이 명 중산층이 명 고소득층이 명이었다 마지막으, 561 , 1,085 , 384 .

로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장애 없는 대상자가 명 장애 있는 대상자가1875 , 224

명으로 장애 없는 대상자가 약 를 차지하였다90% .

각 변수의 범주별로 암 재발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였다 가장 중.

요한 변수인 수술 방법 간 차이를 보면 두 그룹 모두 암 재발 비율이 약, 25%

수준으로 비슷했다 이에 대한 또한 로 유의수준 에서 두 수. P-value 0.12 0.05

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 모두 암 재발 케이스가 수준으로 비슷하였25%

고 가 로 유의수준 에서 성별에 따른 암 재발 분포는 통계적P-value 0.54 0.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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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경우 대에서 대상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대 이상에서, 50-60 50

암 재발 케이스의 비중이 높았다 값이 로 유의수준 에서. P-value 0.004 0.05

연령대별로 암 재발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대 이하에서는 암 재발 케이스가 이고 대 이상에서는 로 높은. 30 17% 70 28%

연령대에서 암 재발 케이스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분위를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암 재발 케이스가 에 조금 못 미치25%

는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값이 로 매우 크므로 소득분위. P-value 0.68

에 따른 암 재발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장애여부의 경우 정상그룹에서 암 재발은 약 장애가 있는 그룹에서는, 24%,

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2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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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on-event event
P-value

(n=2,099) (n=1,597) (n=502)

수술방법, N, %

내시경 691 32.9 511 73.9 180 26.1
0.12

외과적 1,408 67.1 1,086 77.1 322 22.9

성별, N, %

남 1,379 65.7 1,043 75.6 336 24.4
0.54

여 720 34.3 554 76.9 166 23.1

연령, N, %

39≤ 83 3.9 69 83.1 14 16.9

0.004

40-49 276 13.2 219 79.4 57 20.6

50-59 533 25.4 427 80.1 106 19.9

60-69 652 31.1 482 79.9 170 26.1

70≥ 555 26.4 400 72.1 155 27.9

소득분위, N, %

의료급여 69 3.3 53 76.8 16 23.2

0.68
저소득층 561 26.7 437 77.9 124 22.1

중산층 1,085 51.7 816 75.2 269 24.8

고소득층 384 18.3 291 75.8 93 24.2

장애여부, N, %

장애없음 1,875 89.3 1,418 75.6 457 24.4
0.18

장애있음 224 10.7 179 79.9 45 20.1

표 4 암 재발 여부에 따른 대상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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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 방법별 대상자 분포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명 중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총2,099

명 이고 외과적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명 이다691 (34%) 1,408 (67%)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남성 비율은 이고 외과적64.1%

절제술에서는 로 두 수술방법 별 큰 차이는 없었다 여성 또한 내시경적66.5% .

절제술에서 외과적절제술에서 이며 성별 수술 방법 간 분포는 통35.9%, 33.5%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 장애여부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범주별로,

내시경적 절제술에서의 비율과 외과적 절제술에서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연령에서는 수술 방법별 대상자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대 이하 그, . 30

룹에서 내시경적 절제술은 인 반면 외과적 절제술은 였다 대 그룹2.7% 4.6% . 40

에서는 각각 였고 대 그룹에서는 각각 였다 가장9.1%, 15.1% 50 21.3%, 27.4% .

큰 차이를 보인 그룹은 대였으며 내시경적 절제술은 인 반면 외과적60 36.8%

절제술에서는 로 차이가 있었다 대 이상 그룹에서도 각각28.3% . 70 30.1%,

의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24.6% (p<.0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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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내시경적 절제술 외과적 절제술
P-value

(n=2,099) (n=691) (n=1,408)
성별, N, %

남 1,379 65.7 443 64.1 936 66.5
0.31

여 720 34.3 248 35.9 472 33.5

연령, N, %
39≤ 83 3.9 19 2.7 64 4.6

<.0001

40-49 276 13.2 63 9.1 213 15.1

50-59 533 25.4 147 21.3 386 27.4

60-69 652 31.1 254 36.8 398 28.3

70≥ 555 26.4 208 30.1 347 24.6
소득분위, N, %

의료급여 69 3.3 16 2.3 53 3.8

0.25
저소득층 561 26.7 182 26.3 379 26.9

중산층 1,085 51.7 357 51.7 728 51.7

고소득층 384 18.3 136 19.7 248 17.6

장애여부, N, %

장애없음 1,875 89.3 614 88.9 1,261 89.6
0.62

장애있음 224 10.7 77 11.1 147 10.4

표 5 수술 방법에 따른 대상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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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분석

가.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분석

수술방법에 따라 암 재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수술방법 그룹

별 생존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수술방법 간 생존함수에 차이가Kaplan-Meier ,

있는지 를 시행하였다Log-rank Test .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통해 암 재발 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내시경적 절제술보다 외과적 절제술 그룹에서 암 재발 확률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Log-rank test

결론을 얻었다 개월 생존율은 내시경절제술이 외과적 절제(p=0.0004). 6 99%,

술이 로 내시경절제술이 더 높았으나 년 생존율은 내시경절제술이98% 2 81%,

외과적 절제술이 이며 년 생존율은 내시경절제술이 외과적 절제술이83% 5 59%,

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과적절제술보다 내시경적절제술의 암 재발 위험69%

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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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Kaplan-Meier Curve

p-value=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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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한 암 재발 위험 분석

비례위험모형에서는 위절제술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공변량Cox

성별 연령 소득분위 장애여부 을 보정하여 환자 특성에 따라 각 수술방( , , , ) ,

법에서 암 재발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단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암 재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

술방법과 연령으로 나타났다 내시경적 절제술에 비해 외과적 절제술을 받은.

경우 암 재발 위험이 배 더 높았으며 대 이상일 경우 암 재1.4 (p=0.0004), 70

발 위험이 배 높았다2.15 (p=0.006).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다변량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형의 에 대한LR test p

값이 매우 작아 공변량을 설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었

다 변수 중에서 수술방법 과 연령 변수가 통(p<.0001). (p=0.0028) (p=0.0092)

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외과적 절. ,

제술을 받은 대상자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암 재발 위험이

배 더 높았다 연령은 대 이하 대상자에 비해 대1.33 (95% CI:1.10-1.59) . 30 70

이상 대상자의 암 재발 위험이 배 더 높았고 이는 통2.08 (95% CI:1.20-3.61)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으며 주관심변수.

인 수술방법에서의 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두 변수만 모형에 포함하고HR

다음 장에서 비례위험가정 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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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djusted HR (95% CI) P-value adjusted HR (95% CI) P-value

수술방법
외과적절제술 ref ref ref ref

내시경적절제술 1.39 (1.16-1.67) 0.0004* 1.33 (1.10-1.59) 0.0028*

성별
남자 ref ref ref ref

여자 0.94 (0.78-1.13) 0.536 0.95 (0.78-1.14) 0.560

연령

39≤ ref ref ref ref

40-49 1.22 (0.68-2.19) 0.505 1.22 (0.68-2.19) 0.505

50-59 1.34 (0.77-2.34) 0.305 1.32 (0.76-2.31) 0.327

60-69 1.68 (0.97-2.89) 0.063 1.61 (0.93-2.78) 0.088

70≥ 2.15 (1.24-3.71) 0.006* 2.08 (1.20-3.61) 0.0092*

소득분위

의료급여 ref ref ref ref

저소득층 0.77 (0.47-1.29) 0.323 0.71 (0.42-1.19) 0.260

중산층 0.73 (0.43-1.23) 0.240 0.75 (0.45-1.24) 0.191

고소득층 0.77 (0.45-1.31) 0.331 0.70 (0.41-1.20) 0.192

장애여부
장애없음 ref ref ref ref

장애있음 0.97 (0.71-1.32) 0.836 0.90 (0.66-1.23) 0.501

표 6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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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례위험가정 검토

가. 비례위험가정 검토

앞서 카플란마이어 곡선에서 수술 방법별 생존곡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생겼

음을 확인했다 또한 수술방법 변수에 대한 로그누적기저위험함수를 보면 기.

울기가 평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아 비

례위험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잔차검정을 통해 검정해본 결과 값이 로 비례위험가정을Schoenfeld p 0.0005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을 활용. time-dependent variable

하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분석을 수행하였다Hazard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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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그 누적기저위험함수 그림. 그림 5 잔차그림. Scheon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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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 활용한 모델Time-dependent variable Hazard ratio

앞서 잔차검정에서 수술방법의 비례위험가정이 기각되었다 카Schoenfeld .

플란마이어 생존곡선과 누적기저위험함수 그림을 참고하여 개월을 기준으로40

을 이용한 을 정의하였다indicator function time-dependent variable .

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Time-dependent variable Extended cox model

과 에서 모형에 공변량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LR test

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의 회귀계수 추정량을 보면 개월 이전에서(p<.0001). 40

는 암 재발 위험이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 대상자에서

였는데 개월 이후에서는 로1.15(95%CI 0.71-1.07) , 40 2.18(95%CI 1.50-3.18)

위험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수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

경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HR C.I (95%) P-value

time<40
외과적절제술 ref ref

내시경적절제술 1.15 (0.93-1.42) 0.198

time 40≥
외과적절제술 ref ref

내시경적절제술 2.18 (1.50-3.18) <.0001*

연령

대 이하30 ref ref

대40 1.20 (0.68-2.12) 0.535

대50 1.30 (0.76-2.24) 0.336

대60 1.59 (0.94-2.71) 0.087

대 이상70 2.04 (1.20-3.48) 0.009*

표 7 시간의존형변수를 사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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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방법별 암 재발 위험 하위그룹분석

본 연구에서는 환자 특성에 함께 고려할 변수로 성별 연령 소득분위 장, , ,

애여부를 선정하였다 각 변수 그룹에 따른 위절제술 방법 간 암 재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 그룹별 하위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술방법 변수만 포함.

한 단변량 분석과 모든 공변량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하위집,

단으로 선택된 변수 외 다른 변수는 모두 통제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

남성에서는 단변량 분석 시 외과적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암

재발 위험이 배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51 (95% CI: 1.21-1.88) .

통제변수를 보정하고서 분석한 모형에서도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암 재발 위험

이 배 더 높았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1.43 (95% CI: 1.15-1.80) .

성에서는 단변량 다변량 모형에서 모두 외과적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

술에서 암 재발 위험이 약 배 높다고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1.1

다.

연령별 그룹에서는 대 이하 대 대 이상 그룹만 통계적으로 유의한30 , 60 , 70

결과가 나왔다 대 이하 그룹의 경우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의. 30

암 재발 위험이 단변량 분석에서는 배 다변량 분석3.99 (95% CI:1.39-11.4),

에서는 배 더 높았다 대 그룹에서는 외과적절제술4.28 (95% CI:1.40-13.1) . 60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의 암 재발 위험이 단변량에서 배1.36 (95%

다변량에서 배 더 높았다 대 이상CI:1.01-1.85), 1.38 (95% CI:1.01-1.88) . 70

에서는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의 암 재발 위험이 단변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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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다변량에서 배 더 높았1.42 (95% CI:1.03-1.95), 1.39 (95% CI:1.00-1.91)

다 그 외 대 그룹에서는 외과적 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암 재발. 50

위험이 약 배 더 높다고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1.2 .

면 대에서는 다른 연령 그룹과는 반대로 외과적 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 40

제술에서 암 재발 위험이 배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0.71 .

소득분위 하위그룹에서는 중산층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산층 그룹에.

서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 받은 사람의 암 재발 위험이 배1.67

배 더 높았다 의료급여 그룹(95% CI:1.31-2.13), 1.53 (95% CI: 1.19-1.97) .

에서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 받은 사람의 암 재발 위험은 배1.58

배 더 높다고 나왔으나 통계적(95% CI:0.5-4.98), 1.11 (95% CI: 0.26-4.74)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소득층 그룹에서는 단변량에서는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 받은 사람의 암 재발 위험이 배 로 나1.01 (95% CI:0.5-4.98)

왔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배 로 서로 반대되는 결, 0.98 (95% CI: 0.66-1.45)

과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서는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 받은 사람의 암 재발 위험은 배1.21 (95%

배 더 높다고 나왔으나 통계적으로CI:0.79-1.86), 1.24 (95% CI: 0.81-1.92)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없음 그룹에서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 받은 사람의 암 재

발 위험이 배 배 더 높다고1.34 (95% CI:1.10-1.62), 1.27 (95% CI:1.05-1.54)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장애있음 그룹에서도 배. 2.05 (95%

배 더 높다고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CI:1.13-3.71), 2.21 (95% CI:1.20-4.08)

로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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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에서의 암 재발 위험- (ref)

unadjusted HR (95% CI) P-value adjusted HR (95% CI) P-value

성별
남자 1.51 (1.21-1.88) <.001* 1.43 (1.15-1.80) 0.002*

여자 1.18 (0.86-1.64) 0.31 1.10 (0.79-1.53) 0.56

연령

39≤ 3.99 (1.39-11.4) 0.001* 4.28 (1.40-13.1) 0.011*

40-49 0.71 (0.35-1.45) 0.35 0.67 (0.32-1.37) 0.26

50-59 1.18 (0.77-1.82) 0.45 1.19 (0.77-1.84) 0.44

60-69 1.36 (1.01-1.85) 0.047* 1.38 (1.01-1.88) 0.041*

70≥ 1.42 (1.03-1.95) 0.034* 1.39 (1.00-1.91) 0.048*

소득분위

의료급여 1.58 (0.50-4.98) 0.44 1.11 (0.26-4.74) 0.88

저소득층 1.21 (0.79-1.86) 0.38 1.24 (0.81-1.92) 0.33

중산층 1.67 (1.31-2.13) <.001* 1.53 (1.19-1.97) 0.001*

고소득층 1.01 (0.67-1.50) 0.94 0.98 (0.66-1.45) 0.92

장애여부
장애없음 1.34 (1.10-1.62) 0.003* 1.27 (1.05-1.54) 0.016*

장애있음 2.05 (1.13-3.71) 0.018* 2.21 (1.20-4.08) 0.011*

표 8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하위그룹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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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하위그룹. ( ) forest plot (adjusted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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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위절제술 이후 암 재발 분석을 통하여 환자들이 수술 방법을 선

택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기존 위절제술과 관련된 연구는 단일 기관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였기에 대규모 장기적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두 수술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위절제술 이후 암 재발은 약 로 나타났으며23% ,

성별이나 소득분위 장애여부는 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두 수술방법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70

이상 고령자에게서 암 재발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비.

례위험을 만족하지 않았는데 위절제 이후 개월까지는 외과적절제술 대비, 40

외과적 절제술의 암 재발 위험이 배 였으나 그 이후에는 배로 위험이1.15 2.18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변량에 대한 하위분석에 대해서는 남자 대 이하 대 대 이상 중, 30 , 60 , 70 ,

산층 장애없음 장애있음 그룹에서 외과적절제술 대비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

암 재발 위험이 높았으며 대 이하 그룹과 장애있음 그룹을 제외하면 비교위30

험이 배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 대 이하 그룹에서는 비교위험이 약 배 높2 . 30 4

다고 분석되었는데 대 이하 그룹은 전체 대상자 중 정도로 그 대상군이, 30 4%

적었기 때문에 이벤트 재발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서 외과적 절제술보다 내시경적 절제술의 암 재발

위험도가 배 이상 높다는 결론이 분석되는데 장애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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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애인지 신체장애인지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표본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

재하였다 진료비 청구의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진단과 다른.

상병코드를 포함하거나 실제 진료일이 아닌 날짜에 청구되었을 수 있다 그, .

리고 암 치료의 경우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환자

의 치료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연구대상자 선정 시 제한점으로 남았다.

또한 임상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암은 병기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 ,

라지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구분이 필요하나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

가 존재하지 않았다 상병코드에 하위코드로 병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년. , 2010

이후에 적용된 코드이기 때문에 그 이전 명세서에는 하위코드가 존재하지 않

았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하위 코드를 생략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

서 사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과 변수가 되는 암 재발을 정의함에 있어서 위절제 당시 다른 암

을 동시에 갖고 있던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위암 재발과 연속된 치료,

를 구분하는 것에서 정확성을 기할 수 없었다 대부분 위절제술 이후 추100% .

적검사를 첫 년은 개월째 시행하고 이후는 개월 마다 시행할 것을1 1,3,6,12 6

권유하고 있다 장병익 이를 참고하여 바이어스를 최대한 줄이고자 위( , 2006).

암 상병코드가 청구된 시간적 공백이 개월 이상 존재한 이후 다시 위암 상병6

코드가 청구된 경우 위절제술을 다시 받은 사람 케모포트 삽입술 받은 사, ,

람 항암제 투여 받은 사람을 암 재발 케이스라고 보고 분석을 하였다 이처, .

럼 복잡한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였음에도 완벽하게 실제 환자들을 대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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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인 위절제술은 종양이 생긴 위치나 크기 등 임상적 상

태에 따라 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보정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 선정.

에 있어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절제술 이후 재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로 침윤도와 림프절 전이가 선정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이

런 임상적 정보를 공변량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김찬동 등 또 다른 연( , 2003).

구에서도 실제로 조기위암의 예후 예측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연령과 림프절

전이여부라는 결과가 있었다 도영록 등 이런 점에서 임상적 정보를( , 2004).

포함하지 않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특성을 따라가는 표본코

호트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일개 병원 또는 소수 집단이 아닌 대규모 집단에

대해 분석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대규모 집단에 대해 년이라는 장기적. 12

관찰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암 재발 위험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월을 기준으로 유의하게 암 재발, 40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내시경적 절제술이 최소 침습적이라는 면에서 선호도가 더 높고 또한 예후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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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위절제술 방법에 따라 암 재발 위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년부터 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 2002 2013

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위절제술 대상자 총 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절2,099 .

제술 방법에 따라 내시경적절제술 외과적절제술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으며 위절제술 받을 당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소득분위 장애( , , ,

여부 를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플란마이어 로그순) . ,

위법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술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참고하면 수술 이후 약 개월 까지는 내시경적 절제술12

보다 외과적 절제술에서 암 재발 위험이 더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외과적,

절제술에서 암 재발 위험이 낮았다.

둘째 수술방법 성별 연령 소득분위 장애여부를 공변량으로 하는 콕스, , , , ,

비례위험모형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수술방법과 연령이었다 외.

과적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암 재발 위험이 단변량에서 배1.4 ,

공변량 보정 후 배 더 높았다 연령은 대 이하 대상자에 비해 대 이상1.3 . 30 70

대상자에서 암 재발 위험이 단변량에서 배 공변량 보정 후 배 더 높았다2.2 , 2.1 .

셋째 수술방법에 대한 비례위험가정은 만족하지 않았으며 두 수술 방법에,

따른 암 재발 위험 경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40

개월 이전에서는 암 재발 위험이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 대상

자에서 였는데 개월 이후에서는1.15(95%CI 0.71-1.07) , 40 2.18(95%CI

로 위험이 더 높아졌다1.50-3.18) .

마지막으로 하위그룹 분석에서 수술방법별 암 재발 위험이 유의하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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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룹은 남자 대 이하 대 대 이상 중산층 장애없음 장애있음, 30 , 60 , 70 , , ,

그룹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남.

성 배 대 이하 배 대1.51 (95% CI: 1.21-1.88), 30 4 (95% CI:1.39-11.4), 60

배 대 이상 배 중산층1.4 (95% CI: 1.01-1.85), 70 1.4 (95% CI: 1.03-1.95),

배 장애없음 배 장애있음1.7 (95% CI: 1.31-2.13), 1.3 (95% CI: 1.10-1.62),

배 더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해당 그룹이 포함2.1 (95% CI: 1.21-1.88) .

된 공변량 제외 나머지 공변량을 모두 보정한 하위그룹분석에서는 외과적 절

제술에 비해 내시경적 절제술에서 남성 배 대 이1.4 (95% CI: 1.15-1.8), 30

하 배 대 배 대 이상4.3 (95% CI:1.4-13.1), 60 1.4 (95% CI: 1.01-1.88), 70

배 중산층 배 장애없음1.4 (95% CI: 1.00-1.91), 1.5 (95% CI: 1.19-1.97),

배 장애있음 배 더 높았다1.3 (95% CI: 1.05-1.54), 2.2 (95% CI: 1.20-4.08) .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위절제술 방법에 따라 암 재발 위험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수술법 선택에 있어서 최소 침습적이며 상대적.

으로 위가 보전되는 내시경적 절제술이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데 이러한 판단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

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임. ,

상적 정보를 고려한 대규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환자들이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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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mparison of Cancer risk by Gastrectomy Surgery Method

Jisu Kim

Department of Biosta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Background and Purpose

Stomach cancer has topped the list in Korea for 10 years, accounting

for 12% of all cancer cases. Endoscopic resection has a relative

preference because it is minimally invasive, and it leaves almost no

scars. So it is the preferred surgical method for gastric cancer

patients. but there is a risk of not finding hidden tumors and not

removing them perfect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bout

prognosises according to the gastrectomy method, but results of

prognosises for entire Korean population are lacking in fact, so it

does not represent the entire popu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mpare the risk of cancer by gastrectomy method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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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bigdata.

Subject and Methods

Data on a total 2,099 gastrectomy patients were identified from 2005 to

2013 using the sample cohort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Cases diagnosed with cancer in the 3 years prior to

stomach cancer diagnosis were excluded from the subjects. Only those

who underwent gastrectomy within 90 days of diagnosis of stomach cancer

were included. Then, subjec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endoscopy and

surgery, according to the gastrectomy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Kaplan-Meier curve, Log-rank test,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model, proportional hazard test, and subgroup analysis.

Result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ancer risk

depending on the gastrectomy method. In 6 months after gastrectomy,

there was a higher risk of cancer in surgical resection than in

endoscopy. Since then, however, endoscopic resection has a higher risk

of developing cancer.

In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Gastrectomy method and Ag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ose in their surgery, the

incidence rate was 1.3 times higher in those in their endoscopy.

On the other hand, the assumption of proportional risk for gastrectomy

methods is not satisfactory. The risk of cancer between the two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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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t different for less than 40 months(1.3 times), but for more than

40 months, the risk of cancer in endoscopic resection was twice as high

as surgical resection(2.2 times). As time passed, the difference of

hazard between two groups grew.

According to the subgroup analysis, male, 30s and under, 60s, 70s and

older, middle class, non-disabled, disabled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ancer risk depending on gastrectomy methods. In other words, even

if endoscopic resection was minimally invasive, the prognosis was not

necessarily better than surgical resection. In order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in the future, clinical big-data utilization

research on various surgical methods and their prognosis need to be

conducted consistently.

Keyword: gastrectomy, endoscopic, survival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