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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장암 치료에서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대장절제술 은 개복 수술(colectomy)

과 복강경 수술 로 구분되는데 복강경(open surgery) (laparoscopic surgery) ,

수술은 최소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므로 개복 수술과 비교하였을 때 환자

의 고통경감 및 수술 예후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개복 수술보다 선호

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이 도입된 이후 그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이 국내외

여러 논문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복 수술과의,

비교 연구는 대부분 단일 기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기관에서 도출된 자료를 거시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에

서는 다기관에서 도출된 청구자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장절제술에서의 개

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2017 1 2018 12

지 개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대장절제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2 .

복강경 치료재료 청구코드를 이용하여 개복 수술 그룹과 복강경 수술 그룹으

로 구분하고 두 그룹 간 단기적 수술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미만의 환자, . 18 ,

다른 수술과 함께 시행한 대장절제술 서로 다른 대장절제술을 받은 에피소,

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 총 건의 에피소드가 포함되었다, 15,207 .

C 분석과 분석을 통하여 개복 그룹과 복강경hi-square test student t-test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단순 로지스틱 회기분석과 단순 선형회귀분,

석을 통하여 복강경 그룹과 부작용 발생률 위험 입원 기간 입원비용 간의, ,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복강경 수술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부위, , , , , ,

동반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와 부작용 발생률 및 입원 기간 의료비용과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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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에 포함된 건의 에피소드 중15,207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

의 에피소드는 각 건 건 이었다 개복 수술 그룹2,943 (19.35%), 12,264 (80.65%) .

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배2.20 (OR=2.20, 95%CI=

높았다 부작용 종류 별로는 출혈 배1.97~2.45, P<0.001) . 4.18 (OR=4.18, 95%CI=

수술 부위 감염 배1.63~10.71, P=0.002), 2.27 (OR=2.27, 95%CI= 1.97~2.60,

누출 및 농양 배 복막염P<0.001), 3.59 (OR=3.59, 95%CI=2.96~4.34, P<0.001),

배 재수술 배1.93 (OR=1.93, 95%CI=1.08~3.33, P=0.021), 1.02 (OR=1.02, 95%CI=

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재수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0.81~1.28, P=0.844) .

지 않았다 개복 수술 그룹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입원 기간이 일. 5.65 (β

길었고 의료비용은 원=5.65, 95%CI=5.13~6.17, P<0.001) , 1,575,976 (β=1,575,976,

증가하였95%CI=1,292,881~1,859,070, P<0.001) 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부작용 발생률의 위험이 낮으며 입원 기,

간이 단축되었다 의료비용 또한 복강경 수술에서 낮았다 연구자료인 표본추. .

출데이터에 포함된 변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기관에서 도출

된 청구자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대장암 대장절제술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건강보험 청구데이, , , ,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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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배경1.

대장암 은 위 갑상선 폐에 이어 우리나라 암 발생률(colorectal cancer) , , 4

위이며 국립암센터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0), , 3

통계청( , 2020).

암등록통계 국립암센터 에 따르면 대장암은 년부터 년까지( , 2020) 2011 2018

연평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

운동 부족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에서 지속해서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상피내암종 발생률에서는 자궁경부암에(Figure 1).

이어 위의 발생률을 보인다 남자의 암 순위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2 . , , ,

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자의 암 순위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 , , , , ,

암 순이었다 모든 암에 있어 암 발생률은 세 이상에서 만 명 당. 65 10 1563.4

명에 달하여 고령층에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세 이상 인구65

에서 대장암은 폐암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서 사망자의 가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이2019 29.5%

중 대장암 사망률은 년 대비 증가하였다 년 전 년 과 비교하2018 2.0% . 10 (2009 )

여 위암 및 간암이 각 사망률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하여 대장27.2%, 9.0%

암은 의 사망률 증가세를 보였다 대장암 사망률은 남자에서22.1% (Figure 2).

폐암 간암에 이어 위이며 여자에서 폐암에 이어 위이다, 3 , 2 .

대장암 치료에서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대장절제술 은 개복 수술(colectomy)

과 복강경 수술 로 구분되는데 근래에(open surgery) (laparoscopic surg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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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강경 술기의 발달로 대장암 병기에 국한되지 않고 꾸준히 그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강경 수술은. 최소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므로

개복 수술과 비교하였을 때 환자의 고통경감 및 수술 예후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복강경 수술이 도입된 이후 꾸준히 복강경 수술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기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을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기관에서 도출된 청구자료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장절제술에서의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Figure 1. The annual trend of age-standardized cancer incidence rate

자료 국립암센터 년 암등록통계( : . 2018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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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trend of cancer mortaliy from 1983 to 2019

자료 통계청 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 201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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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대장암 치료의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대장절제술에서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최소절개를 통한 환자의 고통경감 출혈량 감소 입원 기간, ,

단축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라는 장점이 있어 그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

이 국내외 여러 논문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

지 개복 수술과의 비교 연구는 대부분 단일 기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다기관에서 도출된 자료를 거시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제한,

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를 이용한 다기관 자료 후향적

분석을 통해 대장암의 수술 치료에 있어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

과와 비용 측면의 데이터를 비교하고자 한다.

대장암 치료를 위해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입원 환자에 대하여 개복 그룹

과 복강경 그룹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 간 부작용 발생률 입원 기간 의료비, ,

용의 차이를 확인한다 또한. 복강경 수술 성별 연령 요양기관 종별 절제, , , ,

부위 동반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의 각 독립변수와 부작용 발생률 입원 기, , ,

간 의료비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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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Ⅱ

대장암의 개요1.

대장암은 유전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과거력 염증성 장 질환 나이 생활 습관, , , ,

등을 들 수 있다 대장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관한 연구는 국가.

나 인종 간의 역학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김동현( , 2009).

고령화는 대장암 발생 위험의 가장 큰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세 이상부터, 50

발생률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정원범 신진용 서병조 식이 요인은 대( , , , 2017).

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붉은 육류 높은 동물성,

지방 섭취 및 육가공품 섭취가 많고 섬유질 섭취가 적은 사람 그리고 비만인

등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사람들에게서 발생률이 높다(Nam et al., 2019).

대장암의 약 는 유전적 요소가 있어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대장20%

암의 발생률이 배 증가한다 또한 대장암이 한번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대2~3 .

장점막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크론병 환자들에게서도 장기적으로 대장암 발생colitis), (crohn’s disease)

률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최창환( , 2006).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결장은 맹장 상행결장(caecum),

횡행결장 하행결장(ascending colon), (transverse colon), (descending

에스결장 으로 나누어진다 결장과 직장의 점막에서colon), (sigmoid colon) .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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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대변습관 변화 및 직장 출혈이다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등의 폐.

쇄와 관련한 증상은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 나타나며 종양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비특이적 증상으로 빈혈이나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 ,

다 대장암이 진행된 상태에는 복부에서 종괴가 감지되기도 하며 원격전이가. ,

일어난 경우에는 전이된 위치에 따라 뼈의 동통 골절 신경 증상 황달 성, , , ,

격 변화 피부결절 혈전증 등의 증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대한외과학회, , ( ,

2011).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처치 전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혈액검.

사로 암배아성항원 을 검사하고 대장내시경(carcinoembryonic antigen) , (colonocsopy)

을 통해 조직을 진단한다 흉부 선 검사 와 복부골. X (chest X-ray examination)

반 전산화단층촬영 은 원격전이를 알아(abdominal pelvic computed tomography)

내는 데 필요한 검사이다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chest computed 은tomography)

흉부 선 검사소견이 비정상일 때만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양전자방출단층촬X .

영 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보였던 병소를 확인(positron emission tomography)

하고 고위험도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 유용하다 박재갑,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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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의 처치2.

대장암 치료는 암의 위치와 병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내시경적 치료,

외과적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내시경적 치료는, , .

대장암의 전 단계인 용종에 국한된 초기 대장암인 경우 대장내시경을 이용하

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용종절제술이나 내시경점막하박리술 등이 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로써 완전 절제

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거나 수술 후 잔여 암세포 제거를 통해 재발률을 감,

소시키고 완치율을 올리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수단으로 시행된다.

외과적 수술인 대장절제술은 대장암 치료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표준치

료로 병기에 따라 암 조직과 부근의 림프노드 를 수술적 방법으로(lymph node)

직접 절제하여 대장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대장절제술은 절.

제 부위 및 방법에 따라 우반 및 좌반 결장 절제(right or left hemicolectomy),

전방 절제 저위전방 절제(anterior resection), (low 복회anterial resection),

음 절제 등으로 구분된다(abdominoperineal resection) (Figure 3).

우반 결장 절제술은 상행결장암의 경우 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회장결장혈관

과 우결장혈관 및 중결장혈관의 가지를 확인하고 결찰한다 회장 말단부. 10cm

정도를 절제하고 회장의 끝부분과 횡행 결장을 연결한다 좌반 결장 절제술은.

횡행결장의 원위부와 비장만곡부 하행결장 그리고 에스결장의 근위부 일부를,

절제하고 횡행결장의 근위부와 에스결장의 원위부를 문합한다 전방 절제술은.

직장 절제 후 문합부 위치에 따라 하방 박리의 범위가 결정되며 복막반전 상,

방 복만 반전과 치골직장근 사이에서 문합이 되는 경우를 각각 전방 절제, ,

저위전방 절제라고 한다 복회음 절제술은 복측 팀과 회음측 팀을 나누어 시.

행하기도 하는데 복측 술자가 전방 절제 후 회음부를 절제하고 최종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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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재갑( , 2012).

또한 대장절제술의 수술 방법은 수술 기구 및 수술 부위 접근에 따라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뉜다 개복 수술은 고식적 수술 방법으로 환자의 복.

부를 이상 절개하여 시술자가 복강 내 장기 및 병변을 직접 눈으로 확인10cm

하며 수술하는 방법이며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과 달리 복부에 큰 절개창,

을 내지 않고 최소 절개창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다.

Figure 3. The type of colectomy

자료 서울아산병원 질환 백과( : . .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Su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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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대장절제술3.

년 독일 킬 대학의 부인과 의사 은 다양한 복강경 기구 및1983 (Kiel) Semm

술기를 개발하면서 최초로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년 독. 1985

일의 가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성공한 이후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과 효용Muehe

성이 입증되면서 외과 수술 전반에 걸쳐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다 복강경대장(

수술, 2009).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작은 절개 로 복강경 투관침 또(0.2cm~1.0cm) (troca)

는 단일절개복강경수술용재료 복강경하 의료용개창기구 등을 위치시키고 이, ,

를 통해 복강경 수술용 재료를 삽입하여 시행한다(Figure 4).

복강경 수술의 순서는 먼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기복 또는 복경거상기를

이용한 복벽거상법으로 수술공간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주투관침과 복강경을.

삽입한 후 수술 종류에 따라 보조투관침을 삽입한다 수술시야 확보와 수술.

진행을 위해 견인용 겸자를 위치시킨 후 전기소작과 절리기를 이용하여 해당

장기를 분리 노출 절제 및 문합한다 절제된 조직 및 장기를 적출하고 지, , .

혈 세척 흡입 및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근막과 피부를 봉, , ,

합하여 수술을 종료한다 대한외과학회( , 2011).

복강경 수술은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최소절개를 통한 수술 후 통

증 감소 미용효과 적은 진통제 사용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 짧은 재원일, , , ,

수 등의 장점이 있어 다양한 외과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

장암의 수술적 치료에도 복강경 수술 시행률이 개복 수술을 크게 상회하고 있

다 초기 복강경 수술의 적응증은 초기 암이나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 등. ,

으로 한정되어 시행하였으나 근래에는 복강경 술기의 발달 및 여러 연구 등,

에서 입증된 데이터로 인해 대장암 병기에 국한되지 않고 등의 진행된T3,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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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도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다(Wang et al., 2018).

복강경 수술의 금기증으로는 이전 수술로 인한 유착 장폐쇄 대장간막 해, ,

부학적 구조이상 재발암 등이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 청구샘플데이터를 통해

년 월 년 월까지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추출한 결과2017 1 ~ 2018 12

총 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 이 중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명1,709 . 1,097

이었고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명이었다, 602 .

Figure 4. The medical devices of open surgery and laparoscopic surgery.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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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Ⅲ

연구자료 및 대상1.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심사가 완료된 자

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자료이다 년간 의료이용을 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 1

로 성별 연령 세 단위 구간에 따른 환자 단위 층화계통 추출을 통해 구축, (5 )

된다 입원환자 추출 비율은 이며 모집단의 년간 입원환자 인당 평균. 13% , 1 1

진료금액 표준편차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본의 허용 오차 범위로 한다0.5% .

해당 데이터는 표본추출환자에 대한 년 간의 모든 진료내역과 처방내역을 포1

함한다.

이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료 개시일 기준 대2017 1 1 2018 11 30

장암을 주진단으로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세 이상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18

한다 건강보험 행위목록에 등재된 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 ,

및 직장전절제술의 개 행위를 대장절제술로 정의하고 청구데이터를 추출한26

다(Table 1).

대장암 주진단 질병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 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에 따라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 악성 신생(C18),

물 직장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제자리암종 직장구불결장(C19), (C20), (D010),

접합부의 제자리암종 직장의 제자리암종 으로 정의한다(D011), (D012) .

건강보험 행위목록에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추

출된 환자의 청구데이터에서 복강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코드

유무를 기준으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확인한다 이후 대장'N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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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코드가 청구된 환자를 복강경 수술 그룹으'N0031001'

로 구분한다.

수술 결과에 대장절제술만 반영되어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

른 수술과 함께 시행한 대장절제술 절제 부위에 따른 결과 비교를 위해 개, 2

이상의 서로 다른 대장절제술을 받은 에피소드는 제외한다 또한 세 미만의. 18

환자 및 응급수술을 제외한 에피소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Figure 5).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는 자료의 수집목적이 청구이므로 동일한 환자에

대한 청구서가 하루 단위로 구분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구분된 청구서를,

동일한 에피소드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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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of colon cancer surgery

분류 청구코드 명칭

자 결장절제술-267

QA671 결장절제술 우반 또는 좌반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Q2671 결장절제술 우반 또는 좌반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1261 결장절제술 아전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경우( )-

Q1262 결장절제술 아전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A672 결장절제술 전체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Q2672 결장절제술 전체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A673 결장절제술 부분절제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Q2673 결장절제술 부분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A679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 -

Q2679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

자 직장 및-292

에스장절제술

QA921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Q2921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않는 경우( )-

QA92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저위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하는경우( )-

Q292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저위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A928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초저위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경우( )-

Q2928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초저위전방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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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923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Q2923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A924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복부 수술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pull through )-

Q2924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복부 수술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pull through )-

Q2927 직장및에스장절제술 결장낭조성술을 실시한 경우-

Q0292 직장및에스장절제술 초저위전방절제 괄약근간절제술을 실시한 경우( )-

자 결장 및-292-1

직장전절제술

QA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 회장루 동시 실시 림프절청소를 하는 경우( )-

Q2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 회장루 동시 실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QA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 회장낭 항문 문합술 동시 실시 림프절청소를 하는경우( )-

Q2926 결장및직장전절제술 회장낭 항문 문합술 동시 실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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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ata analysis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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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및 정의2.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따른 단기 결과이다 부.

작용 발생률 입원 기간 의료비용을 수술 결과로 정의하고 동일 에피소드, , ,

내 발생한 청구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부작용 발생률은 출혈 수술 부위 감염 복막(bleeding), (wound infection),

염 누출 및 농양 재수술 로(peritonitis), (leakage & abcess), (reoperation)

나누어 분석한다 입원 기간은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에피소드 내에.

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로 정의하고 의료비용 또한 동일 에피소드에서 명,

세서에 청구된 비용을 기준으로 추출한다.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는 표본추출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이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 청구코드로 합병증의 유무를 판단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

다 이에 따라 각 부작용에 대해 청구코드를 매칭하여 부작용을 해석하는 조.

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Table 2).

출혈은 혈관결찰술 수술 부위 감염에 따른 수술 후 처치로(Q2072, Q2073),

는 창상봉합술 청구코드(SB021, SB022, SB023, SB024, SB025, SB026, SC021,

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수술SC022, SC023, SC024, SC025, SC026, SC027) ,

에서 수술상처합병증 이 없는 경우 추가 창상 봉합술이(wound complication)

필요 없기 때문이다.

누출 및 농양으로 인한 경피배액술은 복강내 감염 또는 농양이 발생한 경우

시행하는데 청구데이터 상 복강 내 감염 또는 농양 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 .

따라서 수술 후 일반적으로 삽입하는 배액용 재료가 아닌 경피배액술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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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배액용 카테터 치료재료 코드 를 이용하여 해당 치(J4032, J4033, J4034)

료재료 코드가 청구된 경우 누출 및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복막염은 대장절제술 이후 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코드(Q2771, Q2773,

가 청구된 경우 이벤트가 발생된 것으로 정의하였고 동일 수술Q2774, Q2775) ,

코드가 회 이상 청구된 경우 재수술로 정의하였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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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complications

부작용 조작적 정의에 따른 청구코드

출혈
O2072: 혈관결찰술 개복에의한것( )

O2073: 혈관결찰술 기타( )

수술 부위 감염

SB021: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제 범위 길이 미만( , , 1 , 2.5cm )

SB022: S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제 범위 길이 이상 미만( , , 1 , 2.5cm ~5.0cm )

SB023: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제 범위 길이 이상또는근육에달하는것( , , 1 , 5.0cm )

SB024: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제 범위부터 범위당 길이 미만( , , 2 1 , 2.5cm )

SB025: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제 범위부터 범위당 길이 이상 미만( , , 2 1 , 2.5cm ~5.0cm )

SB026: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제 범위부터 범위당 길이 이상또는근육에달하는것( , , 2 1 , 5cm )

SC021: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제 범위 길이 미만( , , 1 , 2.5cm )

SC022: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제 범위 길이 이상 미만( , , 1 , 2.5cm ~5.0cm )

SC023: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제 범위 길이 이상또는근육에달하는것( , , 1 , 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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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024: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제 범위부터 범위당 길이 미만( , , 2 1 , 2.5cm )

SC025: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제 범위부터 범위당 길이 이상 미만( , , 2 1 , 2.5cm ~5.0cm )

SC026: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제 범위부터 범위당 길이 이상또는근육에달하는것( , , 2 1 , 5cm )

SC027: 창상봉합술 안면과경부이외 창상청소및변연절제만실시한경우( , )

누출 및 농양 배액용 카테터 치료재료 코드: J4032 ~ J4034

복막염

Q2771: 장및장간막손상수술 장관절제를동반하는 것( )

Q2773: 장및장간막손상수술 장막또는장파열봉합만하는경우( )

Q2774: 장및장간막손상수술 장간막봉합만하는경우( )

Q2775: 장및장간막손상수술 장막또는장파열봉합과장간막봉합동시실시( )

재수술 동일 수술 코드 회 이상 청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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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수술 방법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 , , ,

부위 동반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를 포함한다, , .

수술 방법은 추출된 환자의 청구 데이터 상 복강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

료재료 코드 청구 유무를 기준으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구'N0031001'

분한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한다 연령은 세 세 세, . 18~49 , 50~59 , 60~69 , 70~79

세 세 이상의 다섯 개 범주로 나눈다 암 발생 부위에 따라 결장암 직장, 80 . ,

암 직장 및 결장암으로 구분한다 요양기관 종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

병원으로 분류한다.

절제 부위는 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로, ,

구분하고 개복 수술 그룹과 복강경 수술 그룹 간 중증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항암요법 시행 여부로 과 이상으로 구분한다stage 1 stage 2 (Table 3).

동반질환은 동반질환 지수 를Charlson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이용하여 이상으로 분류한다CCI 0, CCI 1, CCI 2, CCI 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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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juvant therapy for colon and rectal cancer

분류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421

161430BIJ

5-fluorouracil 0.25g(50mg/mL)

644303333 유토랄주 밀리그람 플루오로우라실250 ( )_(0.25g/5mL)

644902301 중외 에프유주 플루오로우라실5- ( )_(0.25g/5mL)

161431BIJ

5-fluorouracil 0.5g(50mg/mL)

644303341 유토랄주 밀리그램 플루오로우라실500 ( )_(0.5g/10mL)

644902311 중외 에프유주 플루오로우라실5- ( )_(0.5g/10mL)

161432BIJ
5-fluorouracil 1g(50mg/mL)

644902321 중외 에프유주 플루오로우라실5- ( )_(1g/20mL)

122701ATB

capecitabine 0.15g

642904940 젤로빅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150 ( )_(0.15g/1 )

652606230 잘보빈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150 ( )_(0.15g/1 )

645000390 젤로다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150 ( )_(0.15g/1 )

643506810 카페빈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150 ( )_(0.15g/1 )

648507140 젤카타빈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150 ( )_(0.15g/1 )

122702ATB

capecitabine 0.5g

642904900 젤로빅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500 ( )_(0.5g/1 )

645000400 젤로다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500 ( )_(0.5g/1 )

652605960 잘보빈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500 ( )_(0.5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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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06800 카페빈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500 ( )_(0.5g/1 )

641805600 젤로칸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500 ( )_(0.5g/1 )

648507150 젤카타빈정 밀리그램 카페시타빈 정500 ( )_(0.5g/1 )

205830BIJ

oxaliplatin 50mg(5mg/mL)

645402411 플레옥스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670101611 옥플라주 옥살리플라틴 병( )_(50mg/1 )

644304731 플라티녹스주 밀리그램 옥살리플라틴 병50 ( )_(50mg/1 )

641903081 옥살리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652000371 엘록사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643307351 벨록사액상주 옥살리플라틴5mg/mL( )_(50mg/10mL)

658602481 옥스플라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643300972 벨록사주 밀리그람 옥살리플라틴 병50 ( )_(50mg/1 )

642102941 옥사플라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641802441 옥사플린주 밀리그램 옥살리플라틴 병50 ( )_(50mg/1 )

643504131 리프라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648502811 오엑스피주 옥살리플라틴 병( )_(50mg/1 )

622700371 넥사틴주 밀리그람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50mg/10mL)

205834BIJ

oxaliplatin 0.1g(5mg/mL)

645402421 플레옥스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641903091 옥살리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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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03771 옥사플린주 밀리그램 옥살리플라틴 병100 ( )_(0.1g/1 )

648502821 오엑스피주 밀리그램 옥살리플라틴 병100 ( )_(0.1g/1 )

643504321 리프라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622700381 넥사틴주 밀리그람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652000381 엘록사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658602491 옥스플라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643307361 벨록사액상주 옥살리플라틴5mg/mL( )_(0.1g/20mL)

643300942 벨록사주 밀리그램 옥살리플라틴 병100 ( )_(0.1g/1 )

642102951 옥사플라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g/20mL)

205803BIJ

oxaliplatin 0.15g

645402431 플레옥스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5g/30mL)

641904461 옥살리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5g/30mL)

648504561 오엑스피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5g/30mL)

643508211 리프라틴주 밀리그램 밀리리터 옥살리플라틴5 / ( )_(0.15g/30mL)

392

566132BIJ
leucovorin sodium (as leucovorin 0.2g(50mg/mL))

649805341 로이코소듐주 폴리네이트나트륨5%( )_(0.21856g/4mL)

566134BIJ
leucovorin sodium (as leucovorin 0.35g(50mg/mL))

649806111 로이코소듐주 폴리네이트나트륨5%( )_(0.38248g/7mL)

622630BIJ levoleucovorin sodium (as levoleucovorin 50mg(50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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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 2020)

659900681 레보폴릭주 레보폴린산( )_(50mg/1mL)

622631BIJ
levoleucovorin sodium (as levoleucovorin 0.2g(50mg/mL))

659900711 레보폴릭주 레보폴린산( )_(0.2g/4mL)

622632BIJ
levoleucovorin sodium (as levoleucovorin 0.45g(50mg/mL))

659900691 레보폴릭주 레보폴린산( )_(0.45g/9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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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lson comorbidity index

Comorbiditie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Myocardial infarction I21, I22, I252

Congestive heart failure
I43, I50,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 I426, I427, I428,
I429, P29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 I71,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Z958, Z959

Cerebrovascular disease G45, G46,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H340

Dementia F00, F01, F02, F03, G30, G311, F051

Chronic pulmonary disease J40, J41, J42, J43, J44, J45, J46, J47, J60, J61, J62, J63, J64, J65, J66,
J67, I278, I279, J684, J701, J703

Rheumatologic disease M05, M06, M32, M33, M34, M315, M351, M353, M360

Peptic ulcer disease K25, K26, K27, K28

Mild liver disease
B18, K73, K74, K700, K701, K702, K703, K709, K713, K714, K715, K717, K760,
K762, K763, K764, K768, K769, Z944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0, E101, E106, E108~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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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Hemiplegia or paraplegia G81, G82, G041, G114, G801, G802, G830, G831, G832, G833, G834, G839

Renal disease
N18, N19, I120, I131, N032, N033, N034, N035, N036, N037, N052, N053,
N054, N055, N056, N057, N250, Z490, Z491, Z492, Z940, Z992

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C00~C26, C30~C34, C37, C38~C41, C43, C45~C58, C60~C76, C81~C85, C88,
C90~C97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Metastatic solid tumor C77, C78, C79, C80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human immunodeficiency virus

B20, B21, B22, 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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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3.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년 월부터 년2017 1 2018 12

월까지 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장절제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2 .

를 대상으로 개복 수술 그룹과 복강경 수술 그룹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 간,

단기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 에피소드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및 기타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한다.

둘째, 주요 관심 변수인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고 두 그룹 간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주형 종속변수는 분석 연속형chi-square test ,

종속변수는 분석을 시행한다student t-test .

셋째,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변수를

반영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넷째 관심 독립변수인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단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다섯째 수술 종류에 따른 독립변수와 부작용 발생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한다.

자료구축 및 분석에는 SAS enterprise guide 6.1(64bit) version (SAS

을 사용한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수준Institute Inc., Cary, NC, USA) . p<0.05

에서 검정한다.



- 28 -

연구윤리4.

이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하 에(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서 심의면제 대상으로 면제승인을 받았다 면제확인번호IRB ( : P01-201907-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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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Ⅳ

연구 에피소드의 일반적 특성1.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17 1 1 2018 11 30

대장암을 주진단으로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세 이상의 환자를 연구대상으18

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성은 와 같Table 5 다.

분석에 포함된 총 에피소드는 건이었으며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15,207 ,

의 에피소드는 각 건 건 이었다 전체 연구대상2,943 (19.35%), 12,264 (80.65%) .

자 중 남성은 건 여성은 건 였다 개복 그룹과 복강64.1%(9,749 ), 35.9%(5,458 ) .

경 그룹에서 남성은 각 건 건 였고 여성은 각64.3%(1,892 ), 64.1%(7,857 ) ,

건 건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5.7%(1,051 ), 35.9%(4,407 ) .

나이 구간으로 살펴보면 전체 에피소드에서 세 세는 건18 ~49 10.3%(1,560 ),

세 건 세 건 세 건50~59 23.9%(3,637 ), 60~69 29.1%(4,431 ), 70~79 25.6%(3,892 ),

세 이상 건 이었다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에서 나타난 나이80 11.1%(1,687 ) .

구간 비율 또한 전체 에피소드와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암 발생 부위는 전체 에피소드에서 직장암 건 결장암66.9%(10,171 ),

건 직장 및 결장암 건 로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 간32.2%(4,895 ), 0.9%(141 )

발생비율에 큰 차이 없었다.

절제 부위의 경우 결장절제술은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에서 각 22.5%(661

건 건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은 각 건), 6.5%(802 ), 76.7%(2,256 ), 93.0%(11,411

건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은 각 건 건 였다 개복 그룹에서), 0.9%(26 ), 0.4%(51 ) .

결장절제술의 비율이 복강경 그룹보다 높았으며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의 비,

율이 개복 그룹보다 복강경 그룹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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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질환 지수에 따른 에피소드의 분포를 살펴보면 개복 그룹에서Charlson

건 건 건 이상CCI 0 17.9%(527 ), CCI 1 3.3%(98 ), CCI 2 29.0%(852 ), CCI 3

건 으로 나타났고 복강경 그룹에서 건49.8%(1,466 ) , CCI 0 12.0%(1,477 ), CCI 1

건 건 이상 건 으로 나타났2.7%(330 ), CCI 2 35.8%(4,386 ), CCI 3 49.5%(6,071 )

다 복강경 그룹에서 의 분포가 개복 그룹보다 높았다. CCI 2 .

항암제가 투여된 에피소드는 개복 그룹에서 건 복강경 그룹에55.7%(1,640 ),

서 건 으로 나타났으며 개복 그룹에서 항암제를 투여한 에피소드46.9%(5,754 ) ,

비율이 복강경 그룹보다 높았다.

부작용의 경우 오픈 그룹과 복강경 그룹에서 출혈은 각 건0.3%(9 ), 0.1%(9

건 수술 부위 감염은 각 건 건 누출 및 농양은 각), 11.3%(334 ), 5.3%(655 ),

건 건 복막염은 각 건 건 재수술은6.8%(199 ), 2.0%(243 ), 0.6%(18 ), 0.3%(39 ),

각 건 건 였다3.2%(93 ), 3.1%(379 ) .

입원일수는 오픈 그룹에서 평균 일 복강경 그룹에서 평19.96 (SD:±18.35),

균 일 로 확인되어 복강경 그룹이 오픈과 그룹보다 평균13.69 (SD:±11.27) 6.27

일 감축된 입원일수를 보였다 의료비용은 개복 그룹에서 평균 원. 12,640,527

복강경 그룹에서 평균 원(SD:±10,047,723), 10,762,498 으로(SD:±5,936,979)

개복 그룹의 의료비용이 복강경 그룹 대비 원 높았다1,878,029 .

수술 방법에 대하여 각 변수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분석 연속변수들은 분석을 시행chi-square test , student t-test 한 결과 성

별 나이 재수술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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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tudy episode

Variable

Total (n=15,207) OS group (n=2,943) LS group (n=12,264)

P-valueN % N % N %

mean ± standard
devia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Gender

Male 9,749 64.1 1,892 64.3 7,857 64.1
0.821

Female 5,458 35.9 1,051 35.7 4,407 35.9

Age

18-49 1,560 10.3 325 11.0 1,235 10.1

0.036

50-59 3,637 23.9 686 23.3 2,951 24.1

60-69 4,431 29.1 863 29.3 3,568 29.1

70-79 3,892 25.6 709 24.1 3,183 26.0

80≥ 1,687 11.1 360 12.2 1,327 10.8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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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um 10,171 66.9 1984 67.4 8,187 66.8 0.496

Colon 4,895 32.2 933 31.7 3,962 32.3 0.529

Rectum & Colon 141 0.9 26 0.9 115 0.9 0.783

Hospital

Tertiary hospital 10,167 66.9 2,097 71.3 8,070 65.8

<0.001General hospital 4,350 28.6 803 27.3 3,547 28.9

Hospital 690 4.5 43 1.5 647 5.3

Operation

Colectomy 1,463 9.6 661 22.5 802 6.5

<0.001
Rectal & Sigmoid
resection

13,667 89.9 2,256 76.7 11,411 93.0

Total Coloprotectomy 77 0.5 26 0.9 51 0.4

CCI

0 2,004 13.2 527 17.9 1,477 12.0
<0.001

1 428 2.8 98 3.3 3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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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38 34.4 852 29.0 4,386 35.8

3≥ 7,537 49.6 1,466 49.8 6,071 49.5

Adjuvant therapy

Yes 7,394 48.6 1,640 55.7 5,754 46.9
<0.001

No 7,813 51.4 1,303 44.3 6,510 53.1

Complications

Any complications 1,774 11.7 569 19.3 1,205 9.8 <0.001

Bleeding 18 0.1 9 0.3 9 0.1 0.001

Wound infection 989 6.5 334 11.3 655 5.3 <0.001

Leakage & abcess 442 2.9 199 6.8 243 2.0 <0.001

Peritonitis 57 0.4 18 0.6 39 0.3 0.019

Reoperation 472 3.1 93 3.2 379 3.1 0.845

Length of stay (day) 14.90 ± 13.18 19.96 ± 18.35 13.69 ± 11.27 <0.001

Total medical costs
(KRW) 11,125,951 ±6,964,719 12,640,527 ± 10,047,723 10,762,498 ± 5,936,97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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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2.

가 부작용 발생률.

복강경 수술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부위 동반, , , , , ,

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와 부작용 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보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과 같다6 .

개복 수술 그룹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배1.96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OR=1.96, 95%CI=1.75~2.20, P<0.001) , 0.82

낮았다 연령은 세 그룹 대비(OR=0.82, 95%CI=0.73~0.91, P<0.001) . 18~49 50~59

세 그룹에서 배 부작용 발생 위험이0.91 (OR=0.91, 95%CI=0.75~1.11, P=0.340)

낮았으며 세 그룹에서 배, 60~69 1.01 (OR=1.01, 95%CI=0.84~1.22, P=0.903),

세 그룹에서 배 세 이상 그70~79 1.05 (OR=1.05, 95%CI=0.87~1.28, P=0.599), 80

룹에서 배 높았다1.19 (OR=1.19, 95%CI=0.95~1.49, P=0.126) .

암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직장암에 비해 결장암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0.58

배 낮았으며 직장 및 결장암이 배(OR=0.58, 95%CI=0.51~0.65, P<0.001) , 1.18

높았다(OR=1.18, 95%CI=0.72~1.85, P=0.495) .

요양기관 종별 구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에 비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배 낮았고 종합병원은 병원급에 비0.95 (OR=0.95, 95%CI=0.73~1.27, P=0.736) ,

해 배 높았다1.83 (OR=1.83, 95%CI=1.39~2.45, P<0.001) .

절제 부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은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이 결장절제술

에 비해 배 낮았으며 결장 및 직장0.53 (OR=0.53, 95%CI=0.46~0.61, P<0.001) ,

전절제술이 결장절제술에 비해 배1.01 (OR=1.01, 95%CI=0.54~1.78, P=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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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동반질환에서 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부장용 발생 위험이 배CCI 1.10

높았다(OR=1.10, 95%CI=1.05~1.09, P<0.001) .

항암제를 투여 받은 그룹은 항암제를 투여 받지 않은 그룹보다 배1.13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았다(OR=1.13, 95%CI=1.02~1.26, P=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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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omplications

Variable adjusted OR 95% CI P-value

Surgery type 1.00

OS group 1.96 1.75 ~ 2.20 <0.001

Male 1.00

Female 0.82 0.73 ~ 0.91 <0.001

Age 18~49 1.00

50~59 0.91 0.75 ~ 1.11 0.340

60~69 1.01 0.84 ~ 1.22 0.903

70~79 1.05 0.87 ~ 1.28 0.599

80≥ 1.19 0.95 ~ 1.49 0.126

Rectum 1.00

Colon 0.58 0.51 ~ 0.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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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um & Colon 1.18 0.72 ~ 1.85 0.495

Hospital 1.00

Tertiary hospital 0.95 0.73 ~ 1.27 0.736

General hospital 1.83 1.39 ~ 2.45 <0.001

Colectomy 1.00

Rectal & Sigmoid resection 0.53 0.46 ~ 0.61 <0.001

Total Coloprotectomy 1.01 0.54 ~ 1.78 0.986

CCI 1.10 1.05 ~ 1.09 <0.001

Adjuvant therapy: No 1.00

Adjuvant therapy: Yes 1.13 1.02 ~ 1.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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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 기간.

복강경 수술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부위 동반, , , , , ,

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와 입원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모든 독립변수,

를 보정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과 같다, Table 7 .

개복 수술 그룹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입원 기간이 일5.65 ( =5.65,β

증가하였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입원 기간이95%CI=5.13~6.17, P<0.001) ,

일 감소하였다1.08 ( =-1.08, 95%CI=-1.50~-0.65, P<0.001) .β

연령은 세 그룹 대비 세 그룹에서 일18~49 50~59 0.67 ( =0.67, 95%CI=β

세 그룹에서 일-0.08~1.42, P=0.080), 60~69 1.23 ( =1.23, 95%CI=0.50~1.96,β

세 그룹에서 일P=0.001), 70~79 2.42 ( =2.42, 95%CI=1.67~3.17, P<0.001),β

세 이상 그룹에서 일 입원 기간이80 4.18 ( =4.18, 95%CI=3.29~5.07, P<0.001)β

증가하였다.

암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직장암에 비해 결장암의 입원 기간이 일1.72 (β

감소하였으며 직장 및 결장암이=-1.72, 95%CI=-2.16~-1.29, P<0.001) , 5.71

일 증가하였다( =5.71, 95%CI=3.62~7.79, P<0.001) .β

요양기관 종별 구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에 비해 일0.79 ( =-0.79,β

입원 기간이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은 병원급에 비95%CI=-1.77~0.19, P=0.113) ,

해 일 증가하였다4.46 ( =4.46, 95%CI=3.44~5.47, P<0.001) .β

절제 부위에 따른 입원 기간은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이 결정절제술에 비해

일 감소하였으며 결장 및 직장3.78 ( =-3.78, 95%CI=-4.48~-3.07, P<0.001) ,β

전절제술이 결장절제술에 비해 일4.32 ( =4.32, 95%CI=1.44~7.20, P=0.003)β

증가하였다.

동반질환에서 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입원 기간이 일CCI 0.12 ( =0.12,β 95%CI=

증가하였다0.04~0.20, P=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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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투여한 그룹은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일0.58 ( =0.58,β

입원 기간이 증가하였다95%CI=0.16~1.00, P=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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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OS

LOS

Variable Coefficient 95% CI P-value

Surgery type

OS group 5.65 5.13 ~ 6.17 <0.001

Male

Female -1.08 -1.50 ~ -0.65 <0.001

Age 18~49

50-59 0.67 -0.08 ~ 1.42 0.080

60-69 1.23 0.50 ~ 1.96 0.001

70-79 2.42 1.67 ~ 3.17 <0.001

80≥ 4.18 3.29 ~ 5.07 <0.001

Re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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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 -1.72 -2.16 ~ -1.29

<0.001

Rectum & Colon 5.71 3.62 ~ 7.79

Hospital

Tertiary hospital -0.79 -1.77 ~ 0.19 0.113

General hospital 4.46 3.44 ~ 5.47 <0.001

Colectomy

Rectal & Sigmoid resection -3.78 -4.48 ~ -3.07 <0.001

Total Coloprotectomy 4.32 1.44 ~ 7.20 0.003

CCI 0.12 0.04 ~ 0.20 0.003

Adjuvant therapy: No

Adjuvant therapy: Yes 0.58 0.16 ~ 1.0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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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비용.

복강경 수술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부위 동반, , , , , ,

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와 의료비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모든 독립변수,

를 보정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과 같다, Table 8 .

개복 수술 그룹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의료비용이 원1,575,976 (β

증가하였고 여성은 남성에=1,575,976, 95%CI=-1,292,881~1,859,070, P<0.001) ,

비해 의료비용이 원683,424 ( =-683,424, 95%CI=-912,486~-454,361,β P<0.001)

감소하였다.

연령은 세 그룹 대비 세 그룹에서 원18~49 50~59 236,866 ( =236,866,β

세 그룹에서 원95%CI=-169,247~642,978, P=0.253), 60~69 374,640 (β=374,640,

세 그룹에서 원95%CI=-22,244~771,524, P=0.064), 70~79 1,173,337 (β=1,173,337,

세 이상 그룹에서 원95%CI=766,451~1,580,223, P<0.001), 80 2,006,842 (β

의료비용이 증가하였다=2,006,842, 95%CI=1,522,559~2,491,124, P<0.001) .

암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직장암에 비해 결장암의 의료비용이 원1,016,536

감소하였으며 직장 및( =-1,016,536, 95%CI=-1,252,565~-780,507, P<0.001) ,β

결장암이 원2,735,445 ( =2,735,445, 95%CI=1,602,645~3,868,245,β 증P<0.001)

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구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에 비해 원1,559,643 (β

종합병원은 원=1,559,643, 95%CI=1,029,034~2,090,253, P<0.001), 2,677,897

의료비용이 증가하였( =2,677,897, 95%CI=2,126,546~3,229,249, P<0.001)β 다.

절제 부위에 따라서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이 결장절제술에 비해

원 감소하였으1,086,448 ( =1,086,448, 95%CI=-1,468,220~-704,676, P<0.001)β

며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이 원, 3,507,607 ( =3,507,607,β 95%CI=1,941,120~5,

증가하였다074,093,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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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질환에서 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의료비용이 원CCI 134,966 (β=134,966,

증가하였다95%CI=92,347~177,584, P<0.001) .

항암제를 투여한 그룹은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원255,440 (β

증가하였다=255,440, 95%CI=126,291~484,589, P=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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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medical costs

Variable Coefficient 95% CI P-value

Surgery type

OS group 1,575,976 1,292,881 ~ 1,859,070 <0.001

Male

Female -683,424 -912,486 ~ -454,361 <0.001

Age 18~49

50-59 236,866 -169,247 ~ 642,978 0.253

60-69 374,640 -22,244 ~ 771,524 0.064

70-79 1,173,337 766,451 ~ 1,580,223 <0.001

80≥ 2,006,842 1,522,559 ~ 2,491,124 <0.001

Re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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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 -1,016,536 -1,252,565 ~ -780,507
<0.001

Rectum & Colon 2,735,445 1,602,645 ~ 3,868,245

Hospital

Tertiary hospital 1,559,643 1,029,034 ~ 2,090,253
<0.001

General hospital 2,677,897 2,126,546 ~ 3,229,249

Colectomy

Rectal & Sigmoid resection -1,086,448 -1,468,220 ~ -704,676
<0.001

Total Coloprotectomy 3,507,607 1,941,120 ~ 5,074,093

CCI 134,966 92,347 ~ 177,584 <0.001

Adjuvant therapy: No

Adjuvant therapy: Yes 255,440 26,291 ~ 484,589 0.029



- 46 -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과 비교3.

수술 종류와 이분형 종속변수인 부작용 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와 같다, Table 9 .

개복 수술 그룹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배2.20

높았다(OR=2.20, 95%CI=1.97~2.45, P<0.001) .

부작용 종류별로는 출혈 배 수4.18 (OR=4.18, 95%CI=1.63~10.71, P=0.002),

술 부위 감염 배 누출 및 농양2.27 (OR=2.27, 95%CI=1.97~2.60, P<0.001),

배 복막염 배3.59 (OR=3.59, 95%CI=2.96~4.34, P<0.001), 1.93 (OR=1.93, 95%CI=

재수술 배 로1.08~3.33, P=0.021), 1.02 (OR=1.02, 95%CI=0.81~1.28, P=0.844)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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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results of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orelation between complications and laparoscopic

surgery

Variable
LS group OS group

P-value
OR OR 95% CI

Any complications 1.00 2.20 1.97 ~ 2.45 <0.001

Bleeding 1.00 4.18 1.63 ~ 10.71 0.002

Wound infection 1.00 2.27 1.97 ~ 2.60 <0.001

Leakage 1.00 3.59 2.96 ~ 4.34 <0.001

Peritonitis 1.00 1.93 1.08 ~ 3.33 0.021

Reoperation 1.00 1.02 0.81 ~ 1.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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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4.

수술 종류에 따른 독립변수와 부작용 발생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과 같다, Figure 6 .

독립변수에 따라 개복 수술을 받은 그룹에서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하여 부

작용이 발생할 위험은 남자 배 여1.92 (OR=1.92, 95%CI=1.67~2.21, P<0.001),

자 배 세 그룹 배2.04 (OR=2.04, 95%CI=1.66~2.50, P<0.001), 18~49 1.44

세 그룹 배(OR=1.44, 95%CI=0.98~2.09, P=0.059), 50~59 1.67 (OR=1.67, 95%CI=

세 그룹 배1.29~2.15, P<0.001), 60~69 1.76 (OR=1.76, 95%CI=1.41~2.19,

세 그룹 배P<0.001), 70~79 2.56 (OR=2.56, 세95%CI=2.05~3.21, P<0.001), 80

이상 그룹 배 직장암 배2.11 (OR=2.11, 95%CI=1.52~2.91, P<0.001), 1.96

결장암 배(OR=1.96, 95%CI=1.71~2.25, P<0.001), 1.89 (OR=1.89, 95%CI=

직장 및 결장암 배1.49~2.39, P<0.001), 2.99 (OR=2.99, 95%CI=0.84~10.70,

병원 배 종합병원P<0.086), 6.58 (OR=6.58, 95%CI=2.81~15.06, P<0.001), 2.25

배 상급종합병원 배(OR=2.25, 95%CI=1.85~2.71, P<0.001), 1.70 (OR=1.70,

결장절제술 배95%CI=1.46~1.98, P<0.001), 2.17 (OR=2.17, 95%CI=1.65~2.86,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배P<0.001), 1.95 (OR=1.95, 95%CI=1.71~2.22,

그룹 배 그P<0.001), CCI 0 2.19 (OR=2.19, 95%CI=1.63~2.94, P<0.001), CCI 1

룹 배 그룹 배1.02 (OR=1.02, 95%CI=0.50~2.00, P=0.953), CCI 2 2.12 (OR=2.12,

이상 그룹 배95%CI=1.69~2.65, P<0.001), CCI 3 1.86 (OR=1.86, 95%CI=

항암제 투여 그룹 배1.59~2.19, P<0.001), 1.70 (OR=1.70, 95%CI=1.44~2.00,

항암제 미투여 그룹 배P<0.001), 2.28 (OR=2.28, 95%CI=1.92~2.69, P<0.00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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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은 배 로 부작0.82 (OR=0.82, 95%CI=0.17~3.54, P=794)

용 발생 위험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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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for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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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V.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1.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년 월부터 년2017 1 2018 12

월까지 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장절제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2

개복 수술 그룹과 복강경 수술 그룹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 간 단기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술 결과에 대장절제술만 반영되어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수술과 함께 시행한 대장절제술은 제외하고 세 미만의 환자, 18

및 응급수술은 제외하였다. 대장절제술에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결과

차이에 있어 범주형 종속변수들은 분석을 실시하고 연속변chi-square test ,

수들은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종속변수인 합병증과student t-test .

독립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연속형 종,

속변수인 입원 기간 및 의료비용과 독립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보정변수를 반영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 선형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수술 종류에 따른 독립변수와 부작용 발생률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자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수술 방법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 , , ,

부위 동반질환 항암제 투여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부작용 발, , ,

생률 입원 기간 의료비용을 포함하였다 부작용 발생률은 출혈 수술 부위, , . ,

감염 복막염 누출 및 농양 재수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 .

이 연구는 통계분석에 활용한 연구자료와 방법에 따라 몇 가지 한계점을 내

포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심사 청구데이터는 자료의 수집목적이 청구이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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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자의 위험도를 보정할 수 있는 충분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항암.

제 투여 여부에 따라 과 이상을 구분하였으며 동반stage 1 stage 2 , Charlson

질환 지수를 이용하여 동반질환을 확인하였으나 환자 특성 및 질병 중증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연구자료인 청구데이터는 표본추출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이 포함,

되지 않아 건강보험 청구코드로 합병증의 유무를 판단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

요하다 이에 따라 각 부작용에 대해 청구코드를 매칭하여 부작용을 해석하는.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으나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각 변수간의,

선후관계를 청구데이터 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임상결과의 인과관계를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셋째 급여가 인정된 의료이용만이 청구데이터에 포함되므로 비급여 진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출된 의료비용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요양기관은 월 또는 일 단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므로 요양기관,

의 청구방법에 따라 명세서 기간이 구분되어 청구의 연속성이 일관적이지 않

다 따라서 동일 환자에 대한 청구서가 하루 단위로 구분된 경우가 있으며. ,

이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하루 단위로 구분된 청구서는 동일 에피소드로

가정하였다.

다섯째 연구자료가 사망자료를 포함하지 않아 단기 결과로 사망률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고 복강경 수술로 시작하여 개복 수술로 종결된 에피소드는 복,

강경 치료재료 청구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복강경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표본추출데이터에 포함된 변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다기관에서 도출된 청구자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장절제술에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과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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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이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장암 치료에 있어 대장절제술

의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단기 결과를 입원 기간 의료비용 부작용 발, ,

생률로 비교하였다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개복 그룹과 복강경 그룹.

으로 구분하고 성별 연령 암 발생 부위 요양기관 종별 절제 부위 동반질, , , , ,

환 항암제 투여 여부에 따라 수술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부작용 발생률 위험이 개복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

다 개복 그룹에서 부작용 발생률 위험은 복강경 그룹에 비하여 배 증가. 2.20

하였으며 독립변수를 보정한 결과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절, 1.96 .

제술 합병증은 각 연구 별로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혈 문합, ,

부 누출 문합부 협착에 의한 대장폐색 복막염 창상파열 수술 부위 감염, , , , ,

비뇨기계 이상 혈관 손상 내부 탈장 폐 색전증 지속적 장마비가 대장절제, , , ,

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인 사망률.

과 합병증 발생률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보다 수혈량이 적으며 진통제 처방이 낮고, , ICU

입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등(Guller, 2003; Huang, 2020). Zhous

은 세 이상의 대장암 수술 환자 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2019) 80 313

해 각 그룹에 명의 환자를 포함한 연구로 복강경 수술군에서 출혈과 합병증93

발생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고 등 은 수술 부위 감염과 관련한, An (2020)

항생제 사용에서 복강경 수술군이 개복 수술군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강용.

원 등 등은 결직장암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후 출혈(2007) 302

량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중에는 복강경 수술군에서 출혈량이 유의

하게 적으며 직장암 환자에서 문합부 누출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이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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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장암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혈 수술 부위 감염(2008) 583 , ,

장마비가 복강경 수술군에서 적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외의 입원환자 빅데.

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복강경 수술군이 개복 수술군보다 합병증 발생률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othari, 2019; Fitch, 2017; Papageoge,

2016; Sheetz, 2017; Kevin, 2018).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 간에 합병증 발생률에 차

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등 은 개 기관에서 대장절제술을 시. Nelson (2004) 48

행 받은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그룹 간 합병증 발생률이 유사하였872

고 김창종 등 은 직장암 수술을 받은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2011) 36

에서 두 그룹 간 합병증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최성일 등 은 명의 대장절제술 환자에서 복강경 수술군은 문합부 출혈(2003) 92

예 유미 누출 예 요 저류 예 장 폐색 예가 발생하였으며 개복 수술군4 , 3 , 1 , 1 ,

에서는 장폐색 예 문합부위 출혈 예 상처 염증 예 창상파열 예 복강5 , 1 , 2 , 1 ,

내 혈종 예가 발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 .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독립변수와 부작용 발생률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병원급 부작용 발생률 위험이 종합병원보다 낮았는,

데 이는 대장암을 주진단으로 하지 않는 환자가 병원급에서 대장절제술을 시

행 받은 후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어 대장암이 진단된 에피소드로 인

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절제 부위에 대하여는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이 결장절.

제술에 비하여 부작용 발생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의 절제 부위가 크고 수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항암, .

치료를 받은 그룹은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부작용 발생률 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항암치료를 받은 그룹이 이상의 진단을 받는 그룹이므stage 2

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부작용 발생률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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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분석 결과 개복 수술 그룹은 복강경 수술 그룹에 비해 입원 기,

간이 일 길었으며 독립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일 증가하는 것으로 확6.27 , 5.65

인하였다 복강경 수술은. 최소절개를 통한 환자의 고통경감과 미용적인 효과

외에 수술 후 장운동 회복과 경구 섭취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선행연구에서 등 은 복강경 수술군에서 입원 기간이 일 단Guller (2003) 1.9

축되었음을 보고하였고 등 은 복강경 수술군에서 경구 섭취가 개, Zhou (2019)

복 수술군에 비해 일 빨랐으며 입원 기간은 일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하1.1 2.6

였다 등 과 등 은 복강경 수술군의 입원 기간이 개복. Keller (2016) An (2020)

수술군에 비해 일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강용원 등 은 복강경 수술2 . (2007)

군에서 가스 배출일이 일 경구 식사 시작일이 일 빠르며 입원 기간이1 , 1.7 ,

일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김창종 등 은 두 군의 재원일수가 일 차5.3 . (2011) 2.9

이로 복강경 수술군에 서 앞섬을 확인하였고 이길재 등 은 복강경 수술, (2008)

군의 입원 기간이 결장암 그룹에서 일 직장암 그룹에서 일 단축됨을 보1.6 , 4

고하였다 최성일 등 은 복강경 수술군에서 가스 배출 시간이 개복 수술. (2003)

군에 비해 시간 빠르며 입원 기간은 일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7.7 1.7 .

국외의 입원환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복강경 수술군이 개복 수술군

보다 입원 기간이 단축됨을 보고하였다(Kothari, 2019; Fitch, 2017; Kim,

2016; Hemalkumar, 2018, Kevin, 2018; Haung, 2020).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독립변수와 입원 기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병원급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부작용 발생률 위험 증가가 종합병원에서 높았으

므로 입원 기간 또한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절제 부위와 입원 기간과의.

관계에서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이 결장절제술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일4.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술 난이도와 절제 부위에 따른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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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항암치료를 받은 그룹은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입원.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항암치료 및 중증도에 따른 수술 후 처,

치가 입원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비용은 개복 수술 그룹에서 원이 증가하였으며 독립변수를1,878,029 ,

보정하였을 때 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복강경 수술군과 개1,575,976 .

복 수술군의 의료비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보고 되고 있지 않으며 임,

상기관 경험 연구가 아닌 입원환자데이터를 분석한 일부 연구에서 의료비용을

확인하였다.

등 의 연구에서는 개복 수술군의 의료비용이 원으로 복An (2020) 10,038,000

강경 수술군의 원에 비해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통9,497,000 541,000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등 등 등. Liao (2017), Fitch (2017), Mehta (2018)

의 연구에서도 복강경 수술군에서 개복 수술군보다 입원비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수가 체계에서는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행위 수가를 구분하

고 있지 않아 두 수술 간 수술 행위료는 같지만 복강경용 치료재료의 보험상,

한가가 개복용 치료재료보다 높아 일반적인 수술비용은 복강경 수술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복 수술군의 의료.

비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료가 비급여 의료비용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아 급여가 인정된 의료비용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이 도입된 이후 그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이 국내외 여러 논

문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장절,

제술 또한 여러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이 연.

구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복 대장절제술에 대한 복강경 대장절

제술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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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 및 복강경 대장절제술의 수술 결과 비교 연구는 단일 기관의 임상 경

험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다기관에서 도출된 청구자료 빅데

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구데.

이터는 임상병리학적 특성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임상 결과의 인과관,

계를 확인할 수 없어 추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focus group interview,

문조사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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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VI.

이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

장절제술에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부작용 발생률 입원 기간 의료비, ,

용의 상관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복강경 수술은 다양한 외과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장암,

의 수술적 치료에도 복강경 수술 시행률이 개복 수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기 복강경 수술의 적응증은 초기 암이나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시행하였으나 근래에는 복강경 술기의 발달로 대장암 병기에 국한,

되지 않고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수술 이. (robotic surgery)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는 술기로 그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보,

다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여 여러 연구에서 임상적 유용

성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 따라 로봇수술의 급여 등재를 검토 중이다 단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 ,

나 경제성 및 효과성이 미흡한 고가 비급여는 조건부 선별급여 등의 새로운

급여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강경 수술 및 로봇수술은 소요되는 장비 및 치료재료가 개복 수술과 비교

하여 고가이므로 수술 관련 의료비용이 높으나 최소 절개를 통한 미용효과, ,

부작용 발생률 감소에 따른 수술 후 처치 감소 입원 기간 단축 일상생활로, ,

의 빠른 복귀 등이 고려된다면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임상적 유용성뿐만 아니

라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의료기술은 새로운 기기의 출현으로.

그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 검토 시 그 평가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신의료기술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급여 정책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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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ctomy, which is a standard treatment for colorectal cancer, is

divided into open surgery and laparoscopic surgery. Since laparoscopic

surgery introduction, laparoscopic colectomy has been preferred over

open surgery for colon cancer as a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has the

advantages in pain relief, shorter hospital stays, early recovery,

better quality of life. Its clinical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have

been proven through various papers and conference presentations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However, comparative studies with open surgery

have mostly been based on the clinical experience of a single

institution, and macroscopic studies of data derived from multiple

institutions are limited. In this study, the short-term outcom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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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urgery and laparoscopic surgery in colectomy were compared using

nationwide administrative claims data derived from multiple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two years data from January 2017 to December 2018

using nationwide administrative claims data. For colorectal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colectomy, using the claim code of laparoscopic

medical device, the group was divided into an open surgery group and a

laparoscopic surgery group, and the short-term surgical outcom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A total of 15,207 episodes were

included, excluding patients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colectomy

with other surgeries, episodes with 2 or more different colectomy, and

emergency surge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paroscopic surgery group and the open

surgery group was confirmed through chi-square test analysis and

student t-test analysis. Through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paroscopic surgery group and the risk of complications, length of

stay, and total medical cost was confirmed.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laparoscopic surgery, gender, age, cancer area, institution

level, resection site, comorbidity, adjuvant therapy, complications,

length of stay, and total medical costs was identified by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15,207 episodes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2,943(19.35%) and 12,264(80.65%) episodes were included in

the open surgery group and the laparoscopic surgery grou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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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of complications was 2.20 times (OR=2.20, 95% CI=1.97~2.45,

P<0.001) higher in the open surgery group than in the laparoscopic

surgery group. We confirmed that the risk of complications was high in

the open surgery group, with bleeding 4.18 times (OR=4.18, 95%

CI=1.63-10.71, P=0.002), wound infection 2.27 times (OR=2.27, 95%

CI=1.97-2.60, P<0.001), leaks and abscesses 3.59 times (OR=3.59, 95%

CI=2.96~4.34, P<0.001), peritonitis 1.93 times (OR=1.93, 95%CI=

1.08~3.33, P=0.021), reoperation 1.02 times (OR=1.02, 95% CI=0.81~1.28,

P=0.844). Reoper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laparoscopic group, the open surgery group had a 5.65 days (β

=5.65, 95%CI=5.13~6.17, P<0.001) longer hospitalization, and the

medical cost was 1,575,976 KRW( =1,575,976, 95%CI=1,292, 881~1,859,β

070, P<0.001) increased.

This study confirmed that laparoscopic surgery had a lower risk of

complications and shorter hospital stay to open surgery,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using claim

data.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medical costs were lower in

laparoscopic surgery than in open surgery. Despite the limited

variables included in the sampling dat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big data of claim data derived from

multiple institutions.

Keywords: colorectal cancer, colectomy, laparoscipic surgery, open

surgery, nationwide administrative claims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