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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연간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으로 자가 및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건수

지표설명

한해 동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자가 및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건수입니다.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 연간 조혈모세포이식 
(자가 및 동종) 시행 건수

Annual number of autologous and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1.

산출식   당해 연도 조혈모세포이식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혈액암 자가 및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건(시행일 기준, 환자 중복 허용)

제외기준  당해 연도 조혈모세포이식 레지스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및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건 

(단위: 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동종조혈모세포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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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의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환자 중 100일 이상 생존 

환자의 분율(2015년 성인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기준 성연령 표준화)

지표설명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 중 

100일 이상 생존 환자의 백분율입니다. 이식의 

합병증이나 실패에 의한 사망이 아닌 질병의 

진행에 의하여 사망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 생존율(성연령 표준화)

100-days standardized survival rate of autologous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recipients

2.

산출식  분자  이식 시점으로부터 100일 이내 사망환자를 제외한 생존환자

 분모  당해 연도 조혈모세포이식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건(시행일 기준, 환자 중복 허용)

제외기준  분모  ❶ 당해 연도 조혈모세포이식 레지스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환자  

❷ 한국 국적이 아닌 환자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3.2

95.6 95.8 95.4 100



지표정의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환자 중 100일 이상 생존 

환자의 분율(2015년 성인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기준 성연령 표준화)  

지표설명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 중 

100일 이상 생존 환자의 백분율입니다. 이식의 

합병증이나 실패에 의한 사망이 아닌 질병의 

진행에 의하여 사망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 생존율(성연령 표준화)

100-days standardized survival rate of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recipients

3.

산출식  분자  이식 시점으로부터 100일 이내 사망환자를 제외한 생존환자

 분모  당해 연도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혈액암 및 중증혈액질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건(시행일 기준, 환자 중복 허용)

제외기준  분모  ❶ 당해 연도 레지스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환자 ❷ 한국 국적이 아닌 환자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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