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를 양호하게 하여 대장내시경 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장내시경을 효과적이고 적절

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장내시경의 질 척도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질 척도에는 샘종 진단율, 샘종 간과율, 맹장 삽관율, 장정

결도와 내시경 후퇴시간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맹장 삽관율과 

장정결도, 내시경 후퇴시간은 모두 샘종 진단율을 높이는 것과 연관

이 있다.3 또한, 적절한 질 척도의 관리는 중간암의 발생을 줄이고 대

장폴립 절제술 후 적절한 추적 감시기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4

이에 국내에서도 대장내시경의 질 척도와 관련하여 병변 간과율, 

장정결도 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3차 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연구들이며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대장내시경의 질 척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

내의 경우 2004년 대장암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추가되면서 대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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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선별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며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2 대장내

시경의 대장암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암의 전구병

변이 되는 대장샘종의 진단율을 높이고 병변 간과율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장 전체의 점막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점막의 자세한 관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맹장 삽관율

을 높이고 삽입 후 내시경 후퇴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장 정결 상

Background/Aims: Although the quality of colonoscopy is considered important to improve screening efficacy, there is little 
evidence and few statistical reports which properly reflects the colonoscopy quality of clinical practices in Korea. We aim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indicators of colonoscopy performing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We analyzed the computerized 
photo-documentation files of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to tertiary academic hospital from private clinics or primary and 
secondary hospitals from January 2012 to October 2012.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cecal intubation rate, withdrawal time, 
bowel preparation status, colonoscopy report form were analyzed. Bowel preparation was assessed by 4 steps on the prepara-
tion scale (excellent, good, fair, poor). Results: A total of 198 patients (134 male, 64 female) were enrolled and analyzed. Ce-
cal intubation rate was 91.4% (181/198) and photo-documentation of appendiceal orifice and ileocecal valve was achieved 
as 84.3% (167/198) and 71.7% (142/198), relatively. Overall, 83.3% of cases were adequate bowel preparation state (excellent 
52%, good 31.3%). Withdrawal time could be estimated at 94.4% (187/198) of cases and mean withdrawal time of diagonostic 
colonoscopy (n=165) was 8.6 minutes. However, the rate of cases which withdrawal time was more than 6 minutes was 69.7% 
(115/165). Total of 30 institution’s colonoscopy report forms were analyzed and among nearly half enrolled institutions (46.6%, 
14/30) were just recording patient’s information and colonoscopic diagnosis. Conclusions: Considerable portion of colonos-
copy examination in the primary clinical practice has been performed with low procedure quality. We thus need careful atten-
tion to maintain the quality of colonoscopy in daily practice routines. (Intest Res 2013;11: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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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을 시행하는 1차 의료기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도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 암 

검진 내시경 질 평가 이 외에도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시행

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1차 의료

기관에서 시행되는 대장내시경의 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대

장내시경의 질 척도 인자를 분석하여, 실제 국내 임상에서 대장내시경

의 질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상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대장내시경을 시

행하고 치료내시경 시술을 위하여 3차 의료기관인 순천향대학교병

원으로 전원된 환자들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장내시경 사진 분석이 

가능하고 대장내시경 결과기록지가 첨부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기록 분석자

료 수집에 대하여 개인정보 공개 및 수집에 동의하였으며 위의 조건

에 맞더라도 과거 대장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대장내시경 사진

에서 전 대장 관찰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의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2. 방법 및 분석 

이번 연구는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단일기관

에서 진행되었다. 내시경세부전문의 1인이 대장내시경 사진을 컴퓨터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질 관리 척도 인자인 맹장 삽관율, 장 정결 

정도, 내시경 후퇴시간을 분석하였다.

맹장 삽관율은 전체 데이터에 포함된 증례 중 내시경 선단부가 맹

장에 삽입되어 충수돌기 입구 사진, 회맹판, 맹장 기저부의 사진 중 

단 하나의 사진이라도 촬영이 된 증례의 비율을 구하였으며 맹장의 

자세한 관찰 여부를 위하여 충수돌기 입구 사진과 회맹판, 맹장 기저

부의 사진 촬영의 비율 또한 분석하였다.

장정결도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4단계의 정

결도 평가를 이용하여 모든 증례의 사진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는

데 고형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흡입으로 쉽게 제거 가능한 소량의 액

상물질이 관찰되는 경우를 아주 좋음(excellent), 고형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흡입으로 제거 가능한 액상물질이 관찰되나 그 양이 적을 경

우를 좋음(good), 반 고형변이 소량 관찰되어 흡입으로 어렵게 제거

될 때를 보통(fair), 고형변이 관찰되거나 반 고형변의 양이 많아 흡입

으로 제거가 불가능할 때를 불량(poor)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3 이

들 4단계의 장정결도를 바탕으로 비율을 분석하고 좋음(good)과 아

주 좋음(excellent) 단계를 포함하여 적절한 장정결도라 정의하였다.

내시경 삽입시간과 후퇴시간은 사진 분석에서 측정이 가능한 경우

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그 평균 값을 

분석하였고, 특히 후퇴시간의 경우 최근까지 적절한 샘종 진단율을 

위하여 지표가 되고 있는 6분 후퇴시간을 만족하는 분포를 구하였다. 

6분의 후퇴시간을 만족하지 않는 예라면 그 중 분석이 가능한 예들

을 대상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폴립간

과율을 구하고자 하였다.

대장내시경 사진파일과 더불어 첨부된 결과기록지의 분석이 가능

한 경우 현재 내시경 질 평가와 관련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결과 입력 변수들인 1) 환자 정보 및 시술일자, 2) 관

찰소견 및 진단명, 3) 삽입범위, 4) 조직 생검 유무, 5) 전처치 약물, 

6) 수면 유도약제 기록, 7) 장정결도 기록, 8) 시술 시간 기록(삽입시

간 및 후퇴시간), 9) 수검자의 병력, 10) 적응증, 11) 합병증, 12) 약제 

복용력, 13) 동의서 확인, 14) 시술의사 성명 등의 기재가 잘 준수되

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5.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으며 비교 연구가 아닌 동일한 조건에 

대한 단면 연구로서 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과 분포에 대한 기술적

인 분석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빈도 분석과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독

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한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결   과

1. 대상군의 특징

총 198예가 분석 대상으로, 남자가 126예(63.6%)로 더 높은 비율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녀 모두 54세로 차이는 없었다. 본원으로 전

원하기 전 진단내시경만 시행하고 전원된 경우는 170예(85.9%)이었

으며 28예(14.1%)는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전원되었다. 전원 이

유는 대장폴립의 절제 및 대장암에 대한 정밀검사 등 다양한 원인이

었는데 큰 폴립의 절제가 132예(66.6%), 다발성 폴립의 절제가 47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nrolled Colonoscopy Data

Factors Enrolled case (n=198)

Sex

Male:female 126 (63.6):72 (36.4) 

Age (yr) 54±23

Male 54±20

Female 54±26

Reason of transfer 

Large polyp 132 (66.6)

Multiple polyps 47 (23.7)

Colon cancer evaluation 14 (7.0)

Colitis evaluation 5 (2.5)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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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대장암 진단이 14예(7.0%), 감염성장염 혹은 염증성장질

환에 대한 진료의뢰가 5예(2.5%)였다(Table 1).

2. 맹장 삽관율 및 사진 획득

전체 198예 중 내시경 사진 판독에서 내시경 선단부가 맹장에 삽

입되어 충수돌기 입구 사진, 회맹판, 맹장 기저부 중 단 하나의 사진

이라도 촬영이 된 증례는 모두 181예(91.4%)였으며 이들 중 충수돌

기 입구와 회맹판, 맹장 기저부의 모든 사진을 획득한 경우는 121예

(61.1%)였다. 회맹판은 142예(71.7%), 맹장기저부는 151예(76.3%)

에서, 그리고 충수돌기 입구의 사진은 168예(84.3%)에서 획득되어 

있었다(Table 2).

3. 장정결도

후향적인 사진 판독으로 평가해 본 장정결도는 전체 198예 중 103

예(52.0%)가 아주 좋음(excellent) 상태였으며, 62예(31.3%)는 좋음

(good), 32예(16.2%)는 보통(fair)으로 나타났고 1예(0.5%)에서만 

불량(poor)의 소견을 보였다. 적절한 장정결도를 좋음(good)과 아주 

좋음(excellent)를 포함하여 정의하였을 때 165예(83.3%)가 적절한 

장정결도를 보였다(Table 2).

4. 대장내시경 시술 시간 및 사진획득

내시경 시술에서 삽입시간의 측정이 가능했던 경우는 52예

(26.3%)였으며, 평균 삽입시간은 7.1분이었다. 반면에 내시경 후퇴

시간은 188예(94.9%)에서 측정이 가능하였고 이들의 평균 후퇴시간

은 10.8분이었다. 후퇴시간 측정이 가능하였던 증례 중 본원에 전원

하기 전에 폴립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시술이 시행되었던 23예의 경우 

평균 내시경 후퇴시간은 27분이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진단 대장내시

경 165예의 평균 내시경 후퇴시간은 8.6분이었다. 이들 진단 대장내

시경 165예 중 6분 이상의 내시경 후퇴시간을 보였던 경우는 115예로 

69.7%였다(Table 2). 6분 미만의 내시경 후퇴시간을 보였던 50예의 

평균 대장내시경 후퇴시간은 3.9분이었다. 6분 미만의 후퇴시간을 

보인 예 중 대장내시경 기록지를 동반하였던 17예를 대상으로 본원에

서 대장내시경을 다시 시행하면서 대장폴립의 간과율을 계산하였는

데, 17예의 기록지에 기록된 대장 폴립의 개수는 총 51개이고 본원에

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폴립의 수는 29개로 전

체 폴립의 간과율은 36.3%였으며 진행성 병변의 간과는 없었다.

5. 대장내시경 결과기록지

대장내시경 결과기록지는 전체 198예 중 총 30예에서 분석이 가능

하였는데 14예(47%)는 기록지에 환자의 정보와 병변에 대한 진단명

만 기술하는 백지 노트 형식의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장내시

경의 삽입 범위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는 기록지는 15예로 전체의 

50%였으며, 장정결도 상태 기록과 수면 유도약제의 사용 여부 및 약

Table 2. Analysis of Quality Indicator for Enrolled Colonoscopy Data

Quality indicator Enrolled case (n=198)

Cecal intubation 181 (91.4)

Photodocumentation 

Ileocecal valve 142 (71.7)

Appendiceal orifice 151 (76.3)

Cecal strap fold 168 (84.8)

Bowel preparation

Excellent 103 (52.0)

Good 62 (31.3)

Fair 32 (16.2)

Poor 1 (0.5)

Procedure time (min)

Intubation time (n=52) 7.1±4.2

Withdrawal time (n=188) 10.8±6.9

Therapeutic colonoscopy (n=23) 27.0±5.2

Diagnostic colonoscopy (n=165) 8.6±2.7

More than 6 minutes 115/165 (69.7)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D.

Table 3. The Rate of Recorded Variables of Colonoscopy Report Form 
from the Enrolled Institutions (n=30) 

Recording variable Institution

Date of procedure 30 (100.0)

Patient identity 30 (100.0)

Findings 30 (100.0)

Impression 30 (100.0)

Anatomic extent of examination 15 (50.0)

Tissue sample obtained 3 (10.0)

Premedication for procedure 12 (40.0)

Sedative drug for procedure 12 (40.0)

Endoscopists 9 (30.0)

Preparation status 12 (40.0)

Procedure indication 6 (20.0)

Patient history 3 (10.0)

Intubation time 2 (6.6)

Withdrawal time 9 (30.0)

Complication 3 (10.0)

Medication history 0

Informed consent 3 (10.0)

Assistants 1 (3.3)

Values are presented a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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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는 12예(40%), 대장내시경 삽입시간과 후퇴시간 등 시술 시

간의 기록과 시술 의사의 성명은 9예(30%)에서 기록되어 있었다. 환

자의 병력(3예, 10%), 시술 적응증(6예, 20%), 시술 후 합병증(3예, 

10%), 약제 복용력 (0예), 시술 동의서 수령 여부(3예, 10%) 등의 항

목은 결과 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3).

고   찰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대장내시경의 질을 좌우하는 표식자들인 맹

장 삽관율과 장정결도, 대장내시경 후퇴시간을 요약해보면 맹장 삽

관율은 91.4%, 적절한 장정결도는 83.3%였으며 대장내시경 후퇴시

간은 평균 8.6분, 그리고 내시경 후퇴시간을 6분 이상으로 유지하였

던 경우는 69.7%였다.

대장내시경에서 맹장 삽관과 적절한 장정결 상태, 충분한 내시경 

후퇴시간은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샘종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다기관 연구에서 샘종 진단율이 20% 미만일 경우 

중간암의 위험도가 10-12배까지 올라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5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와 미국소화기학회에서는 위험도가 평균이고 연령

이 50세 이상일 경우 남자는 25% 이상에서, 여자는 15% 이상에서 샘

종이 진단되어야 한다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6 국

내에서 샘종의 진단율에 관해서는 역시 3차 대학병원 급의 연구들에

서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그 진단율이 22.3-43.2%

를 보이고 있다.7-10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제 임상에서의 1, 2차 의료

기관의 샘종 진단율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는데 이번 연구에

서의 제한점 역시 대부분이 치료내시경을 위하여 3차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샘종 진단율에 대한 분석은 불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임상에서 1, 2차 의료기관의 샘종 진단율

을 분석하기위해서는 전향적인 연구 계획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

시경 질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던 대장내시경 질 척도 요소들을 살

펴보면 우선 맹장 삽관율의 경우 91.4%를 보이고 있다. 미국소화기

내시경학회와 미국소화기학회에서는 맹장 삽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맹장에 내시경 선단부를 삽입하여 맹장에 대한 사진을 획득하되 여기

에는 회맹판과 충수돌기 입구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충수돌기 주변의 맹장 내의 주름 부위와 기저부위를 잘 관찰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3 효율적인 대장내시경을 위해서는 전체 대장내시경 

건수 중 최소 90% 이상의 맹장 삽관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장

내시경 시술 의사 1인당 맹장 삽관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가 여러 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들의 맹장 삽관율의 결과라는 점

을 감안할 때 해석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맹장 

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8.6%의 증례 중 일부에서는 다발성 폴립 혹

은 크기가 큰 폴립이 관찰되면서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여 스

스로 맹장 삽관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결과

가 맹장 삽관율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제 맹장 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8.6%의 증례의 대

장내시경을 시행하였던 시술의사들의 맹장 삽관율이 어느 정도인지

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며 이 또한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

시경 질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향후 기관 별 맹장 삽관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장정결 상태에 대한 분석은 현재 국내 1, 2차 의료기

관의 장 정결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적절한 

장정결도가 83.3%로 나타나 실제 국내 3차 기관에서 보고된 장정결 

관련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장정결도 평가는 

후향적인 사진 분석으로 실제 대장내시경 당시에는 제거 가능한 액

상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사진 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보다 양호하게 장정결도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정결 평

가는 최근까지 Ottawa scale과 Boston bowel preparation scale 등 여

러 가지 평가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임상

에서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11,12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

서 실제 대장정결 평가를 위해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

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제안하였던 4단계의 정결 평가 방법으로 생

각되며 이번 연구에서도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장정결 상태를 분석하

였다.3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에서 적절

한 장정결도의 비율을 최소 90%로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된 영

국의 대장암 선별검사 프로그램의 보고 연구에서도 적절한 장정결도

를 94.2%로 보고하고 있는데,13,14 실제 최근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3

차 대학병원들의 장정결 연구에서의 적절한 장정결도 비율은 61.4-

83.7%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15-19 이렇게 국내의 대장정결

도가 서구에 비해 낮은 이유는 국내의 식이 패턴이 서구와 다르게 식

이섬유와 잡곡 등의 섭취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최근 국내 

연구에서 보여준 것 같이 수검자들의 장정결 지시문에 대한 순응도와 

교육 방법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17 실제 최근 국내 연구에서 장정결 

교육에 만화 책자를 이용하였더니 93%에서 적절한 장정결도가 이루

어졌다는 보고도 있어 장정결 상태의 개선을 위해 수검자들의 정결제 

복용법 및 식사 지도에 대한 교육 방법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다.19

대장내시경 후퇴시간을 살펴 보면, 이번 연구에서 분석 가능하였던 

165예 중 6분 이상의 후퇴시간을 보였던 예는 115예(69.7%)로 70%

가 되지 않았다. 특히 6분 미만의 내시경 후퇴시간을 보였던 50예들

의 평균 대장내시경 후퇴시간은 3.9분으로 짧았으며 증례수는 적지

만 이들 중 분석이 가능하였던 17예의 폴립 간과율은 36.3%로 높음

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역시 내시경 진입 당시 3차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큰 병변이나 다발성 폴립을 진단하면서 의도적으로 빠

른 검사의 종결을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대장

내시경의 충분한 후퇴시간은 진행성 병변의 간과율을 줄이고 중간암

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충

분한 내시경 후퇴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적절한 후퇴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연구

에서 대장내시경 기록지에 내시경 후퇴시간을 기록하면 내시경 후퇴

시간도 더 길어지고 병변의 발견율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

어 내시경 기록지에 꼼꼼하게 내시경 후퇴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겠다.20

대장내시경 기록지는 대장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들이 반드시 작

성해야 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며 여기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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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정보 및 시술 도중 발견된 병변과 이의 발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기술하여 추후 시술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들이 기록

지를 보더라도 중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소화

기내시경학회와 미국소화기학회, 그리고 유럽의 소화기학회에서도 

대장내시경 기록지에는 환자 정보와 시술 의사, 시술 일자, 시술의 적

응증, 환자의 병력과 기저 약제 복용력, 전처치 약물 및 수면 유도 약

제, 내시경 삽입 범위와 관찰 소견, 진단명, 조직생검 유무, 내시경 삽

입시간과 후퇴시간, 권고 사항, 시술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및 종류, 장

정결도 상태 등 다양한 내용들을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13

이번 연구에서는 30예에서 대장내시경 결과지 분석이 가능하였는

데 결과 기록지의 상태가 3차 대학병원의 기록지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분석 가능한 30기관 중 46.6%에서는 환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병변

에 대한 진단만을 기록하는 형식의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환

자의 병력, 시술 적응증, 시술에 대한 합병증 유무, 동의서 수령 여부, 

환자의 기저 약물 복용력 등 전체적인 환자 정보는 거의 기록하지 않

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소규모의 증례를 통하여 컴

퓨터로 분석 가능한 사진만을 분석하였고, 따라서 분석이 가능한 부

분만을 데이터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내시경 삽입시간이나 후퇴시간 

등 일부 자료의 경우 결측값이 많았다. 그리고 시술 의사, 시술 기관

마다 독립적인 질 관리 척도와 술기 수준을 보이는 개원의사들을 하

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는 중요한 표본추출 오류를 포함

하고 있다. 또한, 대장내시경 질 관리 척도의 가장 중요 인자인 샘종 

발견율에 대한 언급이 불가능한 후향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1, 2차 의

료기관에서의 대장내시경의 질을 평가하고 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

어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의료기관의 대장내시경 검사의 질 수준

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의 후향적

인 코호트 연구에서 살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1, 2차 의료기관의 대장내시경의 현 주소를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

고, 질 척도 요소인 맹장 삽관율과 장 정결도, 내시경 후퇴시간 및 대

장내시경 기록지 형식 등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질 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 암 검진 내시경 질 

관리와 우수내시경 인증제의 국내 내시경 질 관리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유도와 질적 향상을 위

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절한 경제적인 보상 역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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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에서의 대장내시경의 질 척도 인자 분석: 대장내시경 시행 후 3차 병원에 
전원된 환자의 코호트 연구
전창균ㆍ김현건ㆍ전성란ㆍ고봉민ㆍ이병후ㆍ김진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목적: 대장내시경의 질은 대장암 선별검사로서 대장내시경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인자임에 분명하지만, 실제 국내 임상 현장에서 대

장내시경의 질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임상 일선에서 시행되는 대장내시경의 질 척도 인자들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방법: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 2차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3차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들 중 컴퓨터 분석이 가능하였던 

대장내시경 소견들을 분석하였다. 맹장 삽관율과 대장내시경 후퇴시간, 장정결도와 대장내시경 결과 기록지를 분석하였다. 장정결도는 우수, 

양호, 보통, 불량의 4단계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198예(남자 126명, 여자 72명)가 분석 가능하였다. 이들의 맹장 삽관율은 91.4% (181/198)였으며 맹장입구 사진 획득률과 회맹판 

사진 획득률은 각각 84.3% (167/198)와 71.7% (142/198)였다. 장정결도의 경우 83.3%의 예에서 ‘우수’ 52%, ‘양호’ 31.3%로 적절한 장정

결도를 보였다. 대장내시경 후퇴시간은 전체의 94.4% (187/198)에서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측정 가능하였던 진단대장내시경(165명)의 평균 

후퇴시간은 8.6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6분 이상의 내시경 후퇴시간을 보인 경우는 69.7% (115/165)였다. 전체 30개 기관의 대장내시경 

결과 기록지가 분석 가능하였는데 이들 중 46.6% (14/30)는 결과 기록지에 환자 정보와 내시경 진단명만을 기재하고 있었다.

결론: 임상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장내시경의 상당 부분은 질 관리 인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았다. 실제 임상에서 대장내시경의 

적절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대장내시경;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