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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지표정의  복잡성 중증 신장결석의 연간 내시경 수술 건수 

지표설명  양측성을 포함한 다발성 신장결석 중 크기가 1cm 이상 큰 신장결석 중 사슴뿔 결석, 

해부학적 기형이나 타병원에서 고난이도 수술이 곤란하여 의뢰된 환자, 방광암 등의 

요로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강수술 이후 발생한 결석, 소아의 결석 등의 수술 건수를 

의미합니다.        

중증신장결석 연간 연성내시경 및  

경피적 내시경 수술 건수  

Annual number of endoscopic surgery of complicated renal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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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분자  최대장경 1cm이상 신장결석이나 최대장경의 합이 1cm이상인 신장결석이면서, 

❶ 사슴뿔결석  ❷ 해부학적 기형  ❸ 타병원에서 난이도가 높아 수술이 어려워 의뢰된 환자  

❹ 방광암 등의 요로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강수술 이후 발생한 결석  

❺ 소아에서 발생한 결석

제외기준  분자 타병원에서 의뢰 사유가 내시경 및 수술집도의의 부재이거나 수술 난이도가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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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내시경      경피적내시경



(단위: 일)

지표정의  복잡성 중증 신장결석의 수술 후 입원치료 기간

지표설명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항생제 및 수혈 등의 치료확률, 재수술 및 단계별 수술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중증신장결석 수술 후 평균 입원기간   

Postoperative hospitalization days of complicated renal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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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분자  중증신장결석 수술 건의 수술을 위한 총 입원기간

 분모  중증신장결석 수술 건(최대장경 1cm이상 신장결석이나 최대장경의 합이 1cm이상인 신장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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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내시경      경피적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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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중증도      중증 (단위: %)   경증      중증도      중증 (단위: %)

지표정의  복잡성 중증 신장결석 수술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입원 30일 이내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의 

분율

지표설명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출혈 및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혈, 장기간 

항생제 투여 (경증), 색전술 (중등도), 신장적출술 혹은 사망 등 (중증)의 지표를 반영합니다.

중증신장결석 수술 후 입원 30일 이내 합병증 

발생률(조발생률)   

Crude incidence rate of postoperative 30-days in-hospital 
complications of complicated renal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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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분자  수술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 중 아래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한 

환자  

❶ 요로감염으로 인한 항생제 지속 투여  ❷ 수혈  ❸ 재수술 및 단계별 수술 (이상 경증) 

❹ ICU 치료  ❺ 색전술 시행건 (이상 중등도)  ❻ 신장적출술  ❼ 사망 (이상 중증)

 분모 중증신장결석 수술 건(최대장경 1cm이상 신장결석이나 최대장경의 합이 1cm이상인 신장결석 )

제외기준  분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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