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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유방암 적정성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주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점수란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와 연관된 전문인력 구성, 진료과정, 진료결과  

지표를 종합한 점수를 말하며,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 ~ 5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 1등급 :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기관    

유방암 적정성평가 종합점수01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자가검진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좋은 방법이며,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겨울앞에서 관찰하기  

생리 뒤 5일 전후 거울을 보며 유방의 전체적인 윤곽, 좌우 대칭여부, 유두와 피부함몰여부 등을 관찰

2단계 :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기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편 세 손가락의 끝을 모아 유방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촉진, 유두분비물 확인

3단계 : 누워서 촉진하기 

편안히 누워 검사하는 쪽 어깨 아래에 타월을 받친 뒤 2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

지표결과   단위 : 점 (100점 만점)

   인하대병원        전국 유방암 수술 병원 평균  

대상기간 : 2012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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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 인하대병원 적정성평가 등급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5.08 96.87 96.56 97.02 97.71 97.82

99.76 99.85 99.58 99.96 100 100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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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유방암 평균 입원일수는 적정성평가의 지표 중 하나입니다.  

평균 입원일수란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부터 퇴원한 날까지 기간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유방암 평균 입원일수02

입원일수의 감소는 의료관련감염으로부터의 노출을 감소시키며,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입원비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유방절제술 환자의 적정 입원일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방암 적정성평가는 2017년 이후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방절제술 환자의 적정 입원일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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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결과   단위 : 일

   인하대병원        전국 유방암 수술 병원 평균  

대상기간 : 2012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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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