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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 연구소

AMR antimicrobial resistance 항미생물제 내성

APSEF Australian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

ARCS accelerated recovery colectomy surgery 조기 퇴원 대장절제술

CBD case-based discussion 사례 기반 토의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관리본부

CPI clinical practice improvement 임상 실무 개선

CR-BSI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

CRM crew resource management 승무원 자원 관리

ECG electrocardiogram 심전도

EMQ extended matching question 확장된 연결형 문항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

HCAI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 의료관련감염

HBV hepatitis B virus B형 간염 바이러스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고신뢰 조직

ICU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IHI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보건의료향상연구원

IOM Institute of Medicine 미국 의학연구소

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전문직 간 교육(보건의료 통합 교육)

IV intravenous 정맥 주사의

MCQ multiple choice question 선다형 문항

MEQ modified essay question 변형된 논술형 문항

Mini-CEX mini clinical evaluation exercise 간이 임상평가활동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SF multisource feedback 다면 피드백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미국 항공우주국

NCPS National Center for Patient Safety 국가 환자안전센터

NPSEF 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국가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OR operating room 수술실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

OTC over the counter 일반의약품

PBL problem-based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

PDSA plan-do-study-act PDSA 사이클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용 보호구

RCA root cause analysis 근본원인분석

RLS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보고와 학습 시스템

RPN risk priority number 위험도 우선순위

SBA short best answer question paper 단답형 문항

SSI surgical site infection 수술부위 감염

TB tuberculosis 결핵

UK United Kingdom 영국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VA Veterans Affairs 미국 국가보훈처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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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환자안전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케어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 내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환자안

전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학생들이 미래의 보건의료 제공자, 보건의

료 리더로서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교육과정에서부터 잘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교

육자들의 계속적인 도전이자 과제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은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활동 내 환자안전을 이해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보건의료 학생들 교육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파트 

A는 교수자를 위한 지침으로 환자안전 교육과 프로그램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파트 

B는 11개의 환자안전 교육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에 따른 교육자료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한글판)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학생들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자

료로 활용되고, 미래의 환자안전 역량을 갖춘 인력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관리연구실 박사과정생들과 자문을 주신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7월

대표 역자 이남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관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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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care has evolved greatly over the past 20 years. Our knowledge of diseas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have all contributed to improving life expectancy during the 20th Century. But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day 
is not about keeping up with the latest clinical procedures or the latest high-tech equipment. Instead, it is about 
delivering safer care in complex, pressurized and fast-moving environments. In such environments, things can often 
go wrong. Adverse events occur. Unintentional, but serious harm comes to patients during routine clinical practice, 
or as a result of a clinical decisio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lready recognized that patient safety is important and are building ways and 
approache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fety of care. They have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ng health-
care professionals on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patient safety. Strengthening such competencies is needed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complexities of the system and the demands of workforce requiremen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currently leading a global drive to build on patient safety education, its principles 
and approaches that lead to a future health-care workforce educated to practise patient-centred care anywhere in the 
world. It has embarked on developing a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with a multi-professional perspective, a 
health systems approach with a global reach. It has accelerated efforts in assisting universities and schools of health 
sciences to build and integrate patient safety learning into their existing curricula.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king with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schools worldwide, international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disciplines of dentistry, medicine, midwifery, nursing and pharmacy and their related 
student associations, have made patient safety education relevant to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contemporary 
workforce environments. The combined energy, resources and expertise have been essential in developing the Multi-
professional edition of the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The fruits of applying its recommendations will be 
immediate and measurable in terms of building the knowledge and skills of health sciences students that will better 
prepare them for safer practice.

Dr Margaret Chan

Director-General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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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tment to patient safety worldwide has grown since the late 1990s. This was prompted by two influential 
reports: To Err is Human, produced by the Institute of Medicine in the USA, in 1999 and An Organization with a 
Memory, produced by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s Chief Medical Officer in 2000. Both reports recognized 
that error is routine during the delivery of health care and occurs in around 10% of hospital admissions. In a 
proportion of cases, the harm produced is serious, even fatal.

Since the publication of these two influential reports, the quest to improve the safety of care for patients has become 
a global movement. This has led to a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the way that patient safety is viewed. Having 
begun as a subject of minority academic interest, it is now a firm priority for most health-care systems.

Yet, the current state of patient safety worldwide is still a source of deep concern. As data on the scale and nature of 
errors and adverse events have been more widely gathered, it has become apparent that unsafe care is a feature of 
virtually every aspect of health ca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dentists, doctors, midwives, nurses, pharmacist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has long been the foundation of safe, high quality health care. Yet, it has been under-used and under-valued as a vital 
tool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achieving improved patient safety. It is clear that a new approach is needed if 
education and training are to play the full role that they should in improving patient safety.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been exploring the links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practice - between the education of the healthcare workforce and the safety of the health system. As an outcome, it 
has developed this multi-professional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which addresses a variety of ideas and 
methods for teaching and assessing patient safety more effectively.

The WHO Curriculum Guide is a comprehensive programme for effective student learning about patient safety. It 
highlights the key risks of health care and how to manage them, shows how to recognize adverse events and hazards, 
report and analyse them. It teaches about team-work and the importance of clear communication across all levels of 
health care, whils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gaging with patients and carers to build and sustain a culture of 
patient safety.

I hope this Curriculum Guide will inspire the future gener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to embark on a lifelong 
quest to provide their patients with the best quality and safest care they deserve.

Sir Liam Donaldson

Envoy for Patient Safety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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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World Dental Federation

Today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and recognition of patient safety as a vital factor in health care. There is also a 
perceived need to look closely at procedures successfully adopted in other professional environments, notably 
business safety, to see how they can be adapted into the health-care situation. With this comes a pressing need for 
students in all forms of health-care practice to learn and understand how to manage and deal with adverse events, 
ensuring at the same time a high degree of patient safet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Multi- Professional Edition is an 
important resource: not only will i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need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but it will also 
help educators integrate the concept of safety into existing health-care curricula.

This will contribute towards building a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o better prepare students for clinical 
practice and help develop a future workforc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educated in patient safety and capable of 
meeting the demands of today’s complex environments.

In the past year, FDI World Dental Federation has sought to review its global oral health strategies and identify key 
global issues and regional priorities. One of the issues raised was quality assurance and improvement with respect to 
patient safety and patient communication/information. It is therefore heartening to see that issues raised are so 
immediately translated into workable, usable educational materials, based on concepts derived from industry 
practice.

The concept of patient safety as a ‘core’ attitude to be introduced early on in dental training is one that FDI has long 
championed. The prominence this WHO syllabus gives to training future dentists in the techniques of practising 
patient safety in all aspects of their work augurs well for their future careers and the future of dentistry in the world.

FDI is proud to have been involved in this collaborative project with WHO: it is very much a part of the process we 
have instigated to further the cause of oral health and pursue goals in continuing education. It also usefully integrates 
dentistry into the other health professions, highlighting the common principles that govern their approach to patient 
safety.

Dr Roberto Vianna

President

FDI World Denta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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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Patient safety is a high-priority issue for all professionals - like pharmacists - who care for the health and general 
well-being of people. For centuries, pharmacists have been the guardians/safeguards against “poisons” those 
substances which could cause harm to the public. Now more than ever pharmacists ar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when a patient receives a medicine, it will not cause harm.

The recent shift of paradigm of pharmacy practice from a product-focused to a patient centered approach has lead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care, which focuses on preventing or solving actual and potential drug 
therapy problems, through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services to patients.

Pharmacists also contribute to collaborative practice in ambulatory and hospital settings, and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patient safety can be increased through their active involvement in multi-disciplinary care teams. Believ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patient safety in pharmacists’ curricula could further enhance their capability to contribute to 
patient safety, FIP contributed to this document and welcomes this precious tool.

Mr Ton Hoek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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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ICM) have dedicated considerable time and expertise to 
collaborating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professions, to create a truly multi-disciplinary 
and multi-professional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to teach patient safety principles to a wide range of health 
professionals. The case studies in this guide will help students not only recognize the role of patient safety in 
different care settings but will also highlight the need for improve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to avoid health-related errors.

As President of ICM, I congratulate the numerous health professionals and WHO, who together have created this 
Guide. I am of course especially proud of the contributions from midwife members of ICM, who have worked 
tirelessly and collaboratively to bring this Curriculum Guide to fruition. May it serve the international health 
community well as it strives to respond to the health needs of the world.

Mrs Frances Day-Stirk

President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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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s pleas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Multi-professional Edition, which provides a common platform for health-care practitioners to 
address this important issue.

Nurses around the world have a major role to play in improving patient safety. Whilst individual professionals have 
a duty to ensure practice does no harm, increasingly care is being delivered by teams. Working from this 
comprehensive resource facilitates team work and provides a common knowledge base that also offers flexibility for 
each discipline to make its unique contribution. In addition, this guide raises awareness of the need to integrate 
patient safety into the curriculum of all health professionals.

Dr Rosemary Bryant

President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서문         17

World Medical Association

Safety is a cornerstone of quality in health care and its success requires individual and team commitment. Individuals 
and processes are rarely single causes of errors. Rather, separate elements combine and together produce high-risk 
situations. Understanding risk in the complex processes of health and medical care requires information about errors 
and so-called near misses. From them we can learn to close gaps of safety, reduce morbidity, mortality and to raise 
the quality of health care.

Therefore, it is crucial to have a non-punitive safety culture to deal with errors, with reporting mechanisms that help 
prevent and correct system failures and human errors instead of seeking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culpability. In 
most health-care settings this blame-free culture still needs to be developed. One crucial step in this process is to 
educate health professional students on the concept of safety in health care, collaborative practice and how to 
implement it in their future day-to-day work.

Person-centred health care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more specialised. This requires that more attention is paid 
to seamless teamwork in health care. A truly collaborative practice demands a high degree of communication, 
accurate passing on of task and results and clearly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risks inherent in modern medicine makes it necessary that all health professionals are capable of cooperating with all 
relevant parties, of adopting a proactive systems approach to safety and of performing wit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his includes first and foremost the dialogue with our patients and to pay respect to their needs, expectations, fears 
and hopes.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dvocates health professionals to recognize safety as one of the core elements for 
improving quality in health care.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knowledge about unsafe situations and 
practices and taking preventive action to avoid unnecessary risks is key to success.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offers an educational tool for students of health profession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atient safety and collaborative practice. It gives guidance to teachers on how to teach this 
topic with modern educational methods.

Dr Wonchat Subhachaturas

President

World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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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Students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Students’ Network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Given the importance of delivering safe care in today’s health-care settings, there is an 
ever growing need for students to learn about adverse events in health care and an 
urgent necessity for patient safety. The introduction of patient safety in health 
professionals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at will better prepare students for clinical practice. It will help generate a future 
workforc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educated in patient safety and capable of meeting 
the demands of today's complex environment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Students (IADS,)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Students’ Network (ICN-S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FMSA) and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IPSF) 
jointly welcomes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Multi-professional 
Edition as an important resource, not only to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need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but also to support educators to introduce this discipline into 
existing health-care curricula and help prepare students for safer practice in their 
workplace environments.

ICN-SN, IADS, IFMSA and IPSF endorse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Multi-professional Edition and welcomes WHO’s efforts in supporting dentistry, medical, nursing and pharmacy 
universities and faculties worldwide to introduce patient safety education in health-care curricula. The student 
associations appreciate WHO’s efforts in consulting with students as equal stakeholders, to ensure that their 
suggestions and views are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Guide. The associations strongly support the multi-
professional edition of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and congratulate WHO for making it possible for 
all stakeholders to move inthis direction.

Mr Ionut Luchian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Students                       

Mr Chijioke Chikere Kadur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Associations

Ms Yasmin Yehia
Chairperso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Students’ Network

Mr Jan Roder
President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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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voice in professional education

Having been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piloting of the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it was a natural progression that Patients for Patient Safety would participate in the adaptation of the Curriculum 
Guide for multi-disciplinary use. We welcome this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another WHO programme.

In practice, our interaction with students of all disciplines and at all levels has reinforced a very strong conviction 
that as part of their education students must be exposed to, and develop for themselves, an appreciation of the value 
of the patient experience. When that is coupled with fostering an awareness of what constitutes truly patient-centred 
care they will then invariably combine heart, intellect and skills to the benefit of patients and patient outcomes.

Formally embedding the patient perspective into health-care education is key to patient safety, sustainable culture 
change and health-care improvement. Research conducted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Canada 
highlights that “Students remember what they learn from patients. The authentic and autonomous patient’s voice 
promotes the learning of patient-centred care”.

The new WHO Curriculum Guide will bring long-awaited changes which will further ensure safe care that is 
inclusive of patient and family. It is a very real fact that the students of today will be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of 
tomorrow - men and women who will hold our lives in their hands and whom we patients want to hold in high 
regard.

Mrs Margaret Murphy

External Lead

Patients for Patient Safety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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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the needs of our future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unintended harm caused by health care itself comes the need for health-care 
students to learn how to deliver safer care. However, educ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as not kept up with the 
fast pace of different health challenges and changing workforce requirements. Just 2% of the total world expenditure 
on health of US$ 5.5 trillion is spent on professional education. Innovative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 is urgently 
needed to prepare health-care professionals to deliver patient-centered health care. This calls for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with a multi-professional perspective, a systems approach, and a global reach.

The Multi-professional Edition of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is an updated edition of the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published by WHO in 2009. This new edition covers the areas of dentistry, medicine, 
midwifery, nursing, pharmacy, and other related health-care professions. We hope that this Guide will promote and 
enhance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worldwide and ultimately prepare students for safe practice.

As a comprehensive guide to implementing patient safety education in health-care schools and universities, it 
contains information for all levels of faculty staff and lays the foundation for capacity-building in the essential patient 
safety principles and concepts. The Curriculum Guide is a rich resource for senior decision-maker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curricula.

Written with a global audience in mind and in language easily understood, the Curriculum Guide is composed of two 
parts: Part A: Teacher’s Guide and Part B: 11 patient safety topics. The Teacher’s Guide introduces patient safety 
concepts and principles and gives vital information on how best to teach patient safety. Part B includes 11 patient 
safety topics, each designed to feature a variety of ideas and methods for teaching and assessing, so that educators 
can tailor material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context, and resources.

We, therefore, commend to you this publication. What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educa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to become competent in patient-centered care? The Multi-professional Curriculum Guide helps build 
capacity to achieve this goal. We look forward to its widespread use.

Professor Bruce Barraclough                

External Expert Lead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Professor Merrilyn Walton

Lead Author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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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양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은 보건의료 학문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환자

안전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이다.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것은 대

부분의 보건의료 교육자에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지침은 단행본 내에서 교육적 

틀을 제공하고, 환자안전을 가르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 지침은 개별적 요구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접근을 사용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교육 교육과정에 쉽

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지침이 보건의료 교육기관에 

틀과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의 필요성과 상황, 학생의 교육 요구도와 자원에 맞게 개별적인 수정을 

권장한다.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과정 지침은 2009년에 출간된 의과대학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을 기초로 하

여 2010년 1월에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핵심 활동 그룹은 치의학, 의학, 조산학, 간호 및 약학의 국제적인 전

문 협회와 WHO 지역으로부터 구성되어 2009 교육과정 지침을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과학 근거를 평가하

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와 약사에게 적용할 부분에 대해 새로 작성하는 작업을 조직화하였다. 그들은 

학제 간 학습과 전문가와 저자 간에 적극적으로 조성된 토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의 사

례 연구를 제공하였다. 50명이 넘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이 문서를 준비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 과정을 촉진한 저자, 기여한 사람, 전문가, 다른 전문인력을 지침서 마지막 부분의 감사의 글

에 기재하였다. 

교육과정 지침의 구분

본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교수자 지침이고, 파트 B는 11개의 환자안전 주제이다. 편

의를 위해 그림과 표를 제시하고 있는 파트 및 섹션과 연결해 번호로 표기하였다.

교육자를 위한 파트 A 

파트 A는 교육자에게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며, 교육자가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파트 A는 기관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공한다. 이

는 각 교육과정의 학습주제를 선택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환자안전 교육을 통합

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주제를 기관의 기존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기

술을 제공한다. 파트 A에서도 환자안전 교육과 학습에서 필수적인 교육적 원칙을 강조하고, 최신의 환자안전 

교육과정 평가와 학생 평가를 위한 접근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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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의 전반에서 프로그램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교수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동시에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예시를 파트 A에서 제공한다.

교육자 및 학생을 위한 파트 B

파트 B는 바로 교육할 수 있는 11개의 학습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안전 프로그램은 학습주제별, 또는 

전체 주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주제는 환자안전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넓은 범위의 상황을 다루고 있

다. 11개의 학습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1. 환자안전이란?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제 3. 환자 케어 시스템과 복잡함의 영향 이해하기

주제 4. 효과적인 팀원 되기

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주제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주제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주제 9. 감염 예방과 관리 

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주제 11. 약물 안전 향상

교육자는 기관의 요구조건, 필요, 자원 및 수용 능력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에 소개하기 위해 이 학습주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강의, 병동 순회 기반의 교육(ward round-based teaching), 소그룹 학습, 사례 기

반의 토의(case-based discussions), 독립적인 연구(independent studies), 환자 추적(patient tracking), 역

할극, 시뮬레이션, 개선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

하는 것은 이점과 장애물이 있다. 교육자는 각기 다른 접근법을 선택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부록 1, 2 콘텐츠 예시와 사정/평가의 형식을 제공한다. 교수자는 사정/평가의 목적과 학습성과 목표에 기

반하여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CD롬 교육과정 지침 문서의 표지 안쪽에 있는 CD롬은 전자 버전의 교육과정 지침으로 각 주제를 교육하

기 위한 11개 세트의 슬라이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한다.





파트 A 

교수자 지침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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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보건의료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교육이 왜 필요한가?

보건의료 성과는 근대의학의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이러한 이점들이 환자안전에는 커다란 위험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입원 환자들이 위

해사건의 고통을 겪는 위험에 놓여 있으며, 약물 투여를 받는 환자들은 투약오류와 이상반응의 위험에 처해 있

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알게 된 후, 환자안전 개념과 원칙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보건의료인력, 관

리자, 보건의료기관, 전 세계의 정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학문으로서 환자안전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의 향후 과제는 막대하며, 치료에 관여하는 모

든 사람들은 환자에게 미치는 해의 정도를 이해하고, 안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의료시스템이 왜 반드시 변

해야만 하는지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환자안전 교육과 훈련은 모든 수준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

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미래의 보건의료 제공자와 보건의료 리더로서 안전한 치료의 실천을 준비해야 한

다. 비록 각각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과정이 최신 이론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계속 변화하지만, 

환자안전 지식은 모든 실무영역과 모든 전문인력에게 적용하므로 각각 다르다. 

보건의료 학생들은 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위해사

건과 더 심각한 사건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환자안전은 전통적으로 독립된 학문이라기보다, 보건의료의 모든 영역을 통합

하는 학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안전 프로그램과 이 교육과정 지침 같은 프로젝트는 환자안전을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환자안전은 환자에서 정치가에 이르는 범위까지 모든 사람의 업무이다. 보

건의료 학생들은 보건의료를 이끌 미래의 리더 중 하나이므로, 이들이 환자안전의 원칙과 개념을 적용하는 것

을 알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의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은 전

공과 상관없이 모든 직종에서 환자안전을 이해하고 수행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환자안전 지식을 정립하는 것은 보건의료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환자안전 

기술과 행동은 학생들이 병원, 클리닉, 또는 의료서비스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환자 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각 환자들을 고유한 인간으로 대하며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을 신중히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보건의료시스템 내 다른 사람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건의료 학생

들은 그들이 선택한 현장에 진입할 때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있으나, 보건의료시스템의 현실은 가끔 그들의 

포부를 꺾기도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의 포부를 유지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삶과 보건의료시스템 모두를 

발전시키는 데에 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란다.

본 교육과정의 활용 방법 

이 교육과정은 검증된 보건의료인이 되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교육을 시키는 보건의료 교육기관을 

위해 설계되었다. 교수자들은 모든 주제를 전부 소개하거나, 한 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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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천히 시작할 수 있다. 각 주제마다 평가 제안이 있고, 개별 주제를 교육하기 위한 모든 기본 지식이 있

다. 우리는 학습을 촉진하고, 교수자와 지도자가 그들의 교육 활동에 자신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례 연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정 주제를 교육하는 방법에 관한 각기 다른 아이디어도 소개하고 있다. 많은 주제가 학

생들이 속한 직종의 근무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때 가장 잘 전달되는데, 그 이유는 환자안전 학습의 많

은 부분이 학생들이 배치된 실습 현장을 넘어서는 팀 접근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주제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자료를 읽고 필요한 기본 지식을 획득한 후, 그 지식을 실무에 적

용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많은 부

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교수자와 의료 인력들이 관련 전문분야의 논문과 참고자료를 그들의 관련 직종의 관심 주

제에 직접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관련 약학 문헌과 수집된 데이터가 약대 학생들을 위해 

포함되기를 바란다. 본 교재는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과정 지침이므로 우리는 모든 직종들을 위한 예

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예시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였다.

교육과정 지침이란?

세계의 보건의료 교육기관 내 환자안전 교육의 적용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인 본 교육과정 지침은 두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교수자 지침으로 교수자가 교육과정 지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고안되었다. 우리는 환자안전이 새로운 학문이며, 많은 보건의료 인력과 교수 인력이 많은 개념과 원칙에 

익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였다. 파트 B는 전체, 또는 주제별로 교육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바로 교육할 수 있게 준비된 

주제별 환자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왜 교육과정 지침을 개발하였는가?

1991년의 하버드 의대 연구(1)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해의 정도를 최초로 서술한 이후로, 문화와 보건의료시

스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보건의료가 실제로 환자에게 해를 

가한다는 자각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복합성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환자 치료의 철저한 검토를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복합성은 급변하는 의학 기술과 서비스 요구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 간호

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기타 보건의료 인력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이러한 복합성을 관리하고,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이 환자안

전 개념과 원칙을 적절히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학 교육 분야의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은 보건의료 인력에게 요구되는 것에 발맞추지 못 해 

왔다(3~7). 예를 들어, 투약오류나 수술과오의 사건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사

용되어 왔으나, 학부 과정에서 보건의료 오류나 환자안전 강좌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출판 문헌에서 서술되

고 있다(5,8).

환자안전 교육을 지연시켜 온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보건의료 교육자들이 보건의료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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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환자안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환자안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9,10). 많은 교육자들이 문헌에 익숙하지 않고, 환자안전을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방

법에 확신이 없다(11, 12). 둘째, 교육자들은 지식의 새로운 영역에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3). 새로운 교육과

정을 소개하는 것의 어려운 점 하나는 시스템적 사고와 질 향상 기법처럼 한 직종의 외부에서 생성된 지식을 

다루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10). 또한 역사적으로 질병 예방보다 치료를 강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위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non-event)’ 것에 가산점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의견

도 있다(3). 세 번째는 전통적인 교수-학생 관계는 위계적이고 경쟁적이며(9), ‘전문가’의 정보를 학생에게 전파

하는 것(3, 4)이라는 확고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 교육과정 지침은 보건의료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의 임상실무에서 스스로를 보다 더 준비되도록 하는 기초 지

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환자안전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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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선정방법

환자안전 지침은 근거 기반인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ustralian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APSEF)에서 선정된 총 22개 학습주제 중에서 16개를 포함하여 11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APSEF의 주제 외에, 예방과 관리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해 WHO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하는 감

염 관리 학습을 지원하는 주제를 추가하였다. 그림 A.2.1은 APSEF의 구조를 보여준다. 표 A.2.1은 APSEF

에서 포함된 주제 목록이며, 각 주제를 어디에 포함하였는지 제시하였다. 표 A.2.2는 초보자부터 경험 있는 

보건의료인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학습 수준을 보여준다.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PSEF)란 무엇인가?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PSEF)(1)는 문헌고찰, 학습분야 및 학습주제 개발, 학습영역 분류, 성과 기

반 형태로의 전환인 4단계를 통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APSEF는 호주와 전 세계에서 방대한 논의와 확장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2005년에 발간된 

APSEF의 프레임워크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환자 케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을 

설명하는 단순하고, 융통성 있으며, 접근 가능한 견본 자료이다. APSEF 프레임워크는 개인의 직위와 보건의

료 관련 기관의 임상에서 맡은 일에 따라 4단계 수준의 지식, 기술, 행동으로 나뉜다. 프레임워크는 교육과정

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돕도록 설계되었다. 이 교육과정 지침은 APSE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A.2.1.    APSEF의 구조

출처: 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1).



2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선정방법         29

APSEF 학습영역과 주제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PSEF)에는 7개의 학습영역과 22개의 학습주제가 있으며, 표 A.2.1은 이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와 APSEF의 관계를 보여 준다. 

표 A.2.1    APSEF와 WHO 교육과정 지침 주제

APSEF 주제
이 지침에 
포함 여부 

WHO  
주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보건의료의 파트너로 환자와 보호자 포함하기 예 주제 8

위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예 주제 6

위해사건 후 환자와 정직하게 의사소통하기(진실 말하기) 예 주제 8

동의서 받기 예 주제 8

문화적 존중과 지식 수준 높이기 예 주제 8

위해사건 및 근접오류 발견,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사건과 근접오류 인식, 보고 및 관리하기 예 주제 6 & 7

위험 관리하기 예 주제 6

보건의료 오류 이해하기 예 주제 1 & 5

불평(complaints) 관리하기 예 주제 6 & 8

근거와 정보 활용하기

가능한 최선의 근거 기반 실무 수행하기 예
주제 9, 10 & 11 해당  

(가이드라인 사용하기)

안전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 이용하기 예 주제 2

안전하게 일하기

팀원 되기와 리더십 보여주기 예 주제 4

인적요인(human factor) 이해하기 예 주제 2

복잡한 의료기관 이해하기 예 주제 3

케어의 연속성 제공하기 예 주제 1 & 8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하기 예 주제 2 & 6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업무나 실무에서 전문직적 적절성 유지하기 예 주제 6

윤리적 행동과 실무 예 주제 1 & 6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근무지에서 학습자 되기 예
주제 4 & 8 에서  

간접적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교육자 되기 예
주제 4에서  

간접적으로 해당

특정 이슈

잘못된 부위, 잘못된 수술, 잘못된 환자 치료 예방하기 예 주제 10

약물 안전 향상 예 주제 11

감염 관리(APSEF에 포함되지 않음) 예 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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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EF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구조를 개발하는 주요 3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일차적 지식 검토 및 프레임워크 윤곽 개발 

2. 내용의 추가적 검색 및 지식, 기술, 행동, 태도의 배치 

3. 성과 기반 형식의 개발 

APSEF는 2005년에 출간되었고, 캐나다에서 2009년에 ‘Competencies-Enhancing patient safety across 

the health professions’를 발간하였다(2). APSEF의 접근과 비슷하게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해당하는 지식, 기

술, 태도를 규정하는 전문직 간의 실제적이고 유용한 환자안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그림 A.2.2.    캐나다 프레임워크

The Safety Competencies - Enhancing patient safety across the health professions

출처: The Safety Competencies, Canadian Patient Safety Institute, 2009 (2).

1 단계 – 지식 검토 및 APSEF 윤곽 개발

환자안전과 관련한 지식체를 규명하기 위해 검색과정을 수행하였다(다음 장에서 설명함). 수집된 문헌, 도

서, 보고서, 교육과정 및 웹 사이트의 질 향상과 안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환자안전과 관련한 주요 활동

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학습영역을 분석하여 더욱 세부적인 주

요 주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것은 ‘학습주제’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아래에서 문헌 검토 

절차와 프레임워크 내용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각 학습영역과 주제에 포함된 이론적 근거들이 프레임워크에 설명되어 있으며,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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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내용의 추가적 검색 및 지식, 기술, 행동, 태도의 배치 

각 학습주제는 교육, 프로그램, 훈련, 위해사건, 오류, 실수, 기관/연구소/보건의료시설/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용어를 포함시킨 확장된 검색을 통해 토대를 형성하였다. 각 주제를 위한 모든 활동들(지식, 기술, 행동, 

태도)과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하였으며, 그 원천을 빠짐없이 조사하였다. 수집한 목록에서 중

복 자료를 제거하고 감축한 후에 활동들을 지식, 기술, 행동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단계에서 각 활동들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으로 분배되었다.

제 1수준(기초)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health-care worker)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행동, 태도이다.

제 2수준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임상 케어를 제공하고, 감독하에 일하는 보건의료인(health-care 

professionals)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관리자, 감독자 그리고/또는 임상에서 상위의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인

을 위한 것이다.

제 3수준은 관리 또는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인과 임상에서 상위의 책임이 있는 상급 임상의사들을 

위한 것이다.

제 4수준(조직 차원)은 기관의 책임을 지는 임상 및 행정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행동, 태도를 

규명하였다. 제4수준은 앞의 세 수준을 뒷받침하는 점진적 학습의 일부가 아니다.

학습영역과 주제는 APSEF 프로젝트 준거 집단과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 또한, 호주뿐만 아니라 국

제적으로 광범위한 의료 시스템 및 지역사회와 폭 넓은 협의를 하였고, 학습영역과 학습주제 및 내용에 대한 

검토와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단계의 결과는 표 A.2.2에 있다. 예시는 주제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에서 발췌하였다.

표 A.2.2.   APSEF 내용 매트릭스

제 1 수준 (기초)
범주 1-4

의료기관 종사자

제 2 수준
범주 2와 3

의료기관 종사자

제 3 수준
범주 3

의료기관 종사자

제 4 수준 (조직 차원)
범주 4

의료기관 리더

학습목표

필요시 환자와 보호자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효과적인 보건 의료 관계

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안다.

직원이 케어와 치료에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기회를 극대화시킨다.

보건의료서비스 계획과 제공

에 직원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시키는 전략을 개발한다.

지식

기술

행동 및 태도

3 단계 – 성과 기반 형식의 개발

보건의료인에 대한 각 수준별 지식, 기술, 행동을 기술한 후, 프레임워크의 모듈형 특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

용하는 성과 기반형식으로 활동을 변환하였다. 이 프레임워크 개발 단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협의가 일어났다. 

각 의료기관 종사자들(간호사,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등)과 프레임워크

의 모든 수행 요소의 측면에 관해 인터뷰를 하였으며, 호주의 보건의료 관련 부서 전반에 자료를 보내 피드백

을 받았다. 국제적인 전문가들 역시 검증 과정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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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교육과정 지침 주제

1. 환자안전이란?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

4. 효과적인 팀원 되기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9. 감염 예방과 관리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11. 약물 안전 향상

각 교육과정 지침의 이론적 근거

학생을 교육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특정 주제를 본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이미 특정 주제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을 환자안전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수자들은 본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원칙과 개념들이 기존의 교육 자료와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보건

의료 학생들의 학습에서 각 주제의 의미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두고자 한다. 

주제 1: 환자안전이란?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의 원칙과 개념을 일상적 실무와 통합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주제 1’에서는 환

자안전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WHO 회원국은 환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한 필요

성을 인식하고, 환자안전 향상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환자안전

에 대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결의안에 동의했다. 추가 입원, 소송 비용, 의료관련감염, 소

득 손실, 장애, 의료 비용이 몇몇 국가에서는 한 해에 6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3, 4).

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수의 환자가 보건의료 환경에서 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손상, 병원 입원, 재원일수 증

가, 심지어 사망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해서 위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오히려 위해사건은 오늘날의 보건의료시스

템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각 환자에 대한 성공적인 치료와 결과는 개별적

인 보건의료인의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매우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 제공자(내과의사, 간

호사, 약사, 및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일하므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제때에 완벽한 정보와 이해를 

쉽게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전한 케어를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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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인력 부족, 부적절한 구조, 인구 과잉, 보건의료시설의 부족, 기본 장비의 부

족, 낙후된 위생시설, 제한된 재정자원으로 인한 좋지 않은 수많은 요소가 결합하여, 안전하지 않은 환자 케

어에 일조하고 있다.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적요인은 공학자와 인지 심리학자의 전문 지식의 영역이다. 이 주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

의 교수진에게도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줄 수도 있다. 당신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인적요인 전문성을 

가진 적절한 사람을 초대하도록 권한다. 인적요인, 공학 또는 인체 공학(ergonomics)은 인간과, 그들이 살고 

작업하는 환경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4). 인적요인 공학은 시스템과 

생산물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그것은 의사소통, 팀워크, 조직 문화와 같은 인간-기계 및 인간-인간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

항공산업,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 영역과 군대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요인의 지식을 성

공적으로 적용해 왔다. 어떻게 그리고 왜 시스템이 실패하며, 왜 인간은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규명함으

로써 위해사건과 오류들을 줄이는 데 인적요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적요인 접

근을 사용하여,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더 잘 설계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프로세스 단순화하기, 절차 표준화하기, 인간이 실수할 때 백업 지원하기, 의사소통 향상시키기, 

오류를 야기하는 인간의 행동적, 조직적, 기술적인 한계점들을 의식하여 장치를 재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제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

학생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시스템들이 조직, 부서, 단위, 서비스 및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을 배운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비보건의료서비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보

건의료 제공자, 지원부서 직원, 관리자, 경제학자,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수많은 관계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더한다. 이 주제는 학생들에게 시스템적 접근을 사용하여 복잡한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다

른 산업의 교훈들은 학생들에게 시스템적 접근의 장점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학생들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왜 시스템이 고장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해결방안

(solutions)’을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보건의료 학생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병원

과 클리닉에서 일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케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단독으

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환자를 위해 정확한 일을, 정확한 시간에 수

행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케어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다.

주제 4: 효과적인 팀원 되기

학생들이 팀워크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전문 직종을 자신들이 소속된 팀과 동일시하는 것 이상을 뜻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다학제적 팀의 장점과 효과적인 다학제적 팀이 어떻게 케어를 향상시키고, 오류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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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팀은 최선의 환자 케어를 위해 그들이 관찰한 사실, 전문적 지

식, 의사결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팀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팀이다(5).

보건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흐름은 보건의료팀에서 멤버들 간의 임상적, 전문적 책임의 

범위로 인해 복잡할 수 있다(6,7).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실패가 검진 결과에서 추후관리의 실패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퇴원의 지연과도 역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8-12).

학생들은 환자와 가족들을 팀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테크닉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보건의료팀의 비결을 알

아야만 한다. 다학제적 팀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관한 몇몇 근거가 있다(13-15). 

또한 좋은 팀워크는 오류를 줄이고, 특히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케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16-18). 이 주제는 효과적인 팀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식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을 좋은 팀 구성원이 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근무지의 문화와 그것이 어떻게 팀의 역동성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보건의료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poorly) 설계된 시스템과 여러 요인들이 보건의

료시스템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오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오류의 결과는 환자의 웰빙과 직원에게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학생 모두는 왜, 어

떻게 시스템이 마비되는지를 이해하고, 왜 실수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학습함으로써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에서 오류의 이해는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보고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기본이 된다(3). 

학생들은 관련된 기저 요인들을 철저히 이해하는 방식인 오류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을 배우는데, 개인의 실

수를 비난하는 ‘개인적 접근’보다 훨씬 중요하다. 1994년 Leape은 논문에서 오류와 관련된 자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발생한 오류를 통해 배우고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설의 오류 조사 방식을 보여주었

다(19). 그의 논지가 많은 보건의료 실무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

난하는 문화 가운데 있다. 개인을 비난하는 것과 시스템적 접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직

업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제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임상 위험 관리는 일차적으로 케어의 안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해 

결과를 식별, 관리,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많은 조직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임상 위험 관리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환경을 구분하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위험 관리는 조직에서 모든 수준을 포

함하므로 학생들은 임상에서 목표와 임상 위험 관리 전략의 적절성을 이해해야 한다. 불평을 관리하고 해결

하는 것, 병원 또는 클리닉에서 위해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의 주요 유형을 이해하는 것,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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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사건 보고서, 소송, 검시관의 보고서, 위험 관리를 위한 질 향상 보고서에(20)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을 아는 것 등이 임상 위험 관리 전략의 예들이다.

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지난 10여 년간,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의 다양한 질 향상 기법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도구를 활용하여 (1) 문제를 인식하고, (2) 문제를 평가하고,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4) 이러한 방법이 잘 적용되는지 시험해 볼 수 있게 한다. Nolan, James, Berwick 

등과 같은 보건의료 지도자들은 보건 임상의사와 관리자를 위한 질 향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질 향상 원

칙들을 사용해 왔다. 보건의료 제공 과정의 각 단계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방법론의 기반이다. 학생들이 

케어 과정의 각 단계를 평가할 때, 학생들은 케어의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측정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 측정은 안전 향상의 핵심이다. 이 주제는 학생들에게 향상 이론과 도구들의 원리, 그들의 행동에 

포함된 활동과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주제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학생들은 보건의료팀이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하고, 보호자가 안전한 환자 케어를 확실하게 하는 데 다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배운다. (1) 진단을 도움, (2) 적절한 치료를 결정, (3) 경험 많고 안전한 보건의료 제

공자를 선택, (4) 치료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보장, (5) 위해사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함(21,22). 보

건의료시스템은 환자가 줄 수 있는 전문지식, 즉 환자들의 증상, 통증, 선호, 위험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것들

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켜보고 있는 제 2의 눈이다. 

그들은 받은 약이 평소에 먹던 것과 다르면 간호사, 의사, 약사나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알려준다. 이러

한 행동으로 팀에게 경고하고 확인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환자에게 약에 관한 완전한 정보와 교육을 제

공하면 오류가 거의 없어지고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23-30).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부

적절한 의사소통은 보건의료인에게 환자가 법적 행동을 취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나타났다(31, 32).

주제 9: 감염 예방과 관리

감염의 예방과 관리는 세계적인 문제이고 의료관련감염(HCAI)을 줄이고자 하는 WHO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 분야가 교육과정 지침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는 일관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과적 치료와 투

약과정 모두에서 일어나며, 환자들이 고통받는 위해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감염 관리의 문

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관련감염이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현재 잘 정립되어 

있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이 교차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있다. 

수술이나 침습적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특히 감염에 취약하고, 모든 의료관련감염의 40%를 차지한다. 이 

주제는 감염의 종류와 주요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 학생들이 환자들을 감염의 위험에 두는 행위를 

인식하고, 감염 전파를 막는 적절한 행위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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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해를 인식하여, WHO는 수술적 위해사건 감소를 위해 성공적으

로 홍보해 왔다. 다른 환자에게, 잘못된 부위에 또는 다른 시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오류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보건의료인들의 수술 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실패이다(부적절한 과정과 확인). 잘못된 부위/수술/환

자의 예로는 (1) 수술실에서 잘못된 환자, (2) 반대 방향이나 다른 부위에 시행한 수술, (3) 잘못된 시술이 시

행됨, (4) 환자의 상태가 변한 것을 의사소통하지 못함, (5) 시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의견 불일치, (6) 오류 

보고의 실패가 있다.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는 최고의 실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오인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7,33). 학생들은 모든 환자들이 정확한 부위/수술/환자 정책과 프로토콜을 따라서 치료받는 것의 가

치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체크리스트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의 유익뿐만 아니라, 환자

를 위한 치료와 케어의 규격화된 행동지침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다.

1,050명의 수부 외과의사를 설문 조사한 한 연구에서 21%의 외과의사들이 지금까지 최소한 한 번은 잘못

된 부위에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34).

주제 11: 약물 안전 향상 

약물 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은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에 사용한 약물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지

만 유해한, 투약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WHO에서 정의되고 있다(35). 환자들은 처방, 조제, 복약지도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에서 행해지는 실수에 취약하다. 

투약오류는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주목되어 왔는데, 연구에 의하면 약물 투여와 연관된 위해

사건이 전체 입원에서 약 1%였다(36). 투약오류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다. (1) 환자와 환

자의 임상 상황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 (2) 약물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 (3) 계산 오류, (4) 읽기 힘든 수기 처

방, (5) 약물의 이름 혼동, (6) 잘못된 과거력 조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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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지침의 목적

약물을 포함한 신기술이 보건의료 치료에 도입되는 속도는 의료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를 잘 

설명해준다. 이는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일이나 업무의 본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처방하며, 의사가 아닌 보건의료인이 경미한 시술들을 수행하고 있다. 환자안전 원

칙과 개념들은 국가가 부유한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종사자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환

자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부족은 보건의료 환경이 낮은 질과 안전하지 않은 케어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건의료

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료진과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한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하는 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방책은 아니다. 본 교육과정 지침은 보건의료시

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상관없이 모든 보건의료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이다. 교육에서는 보건의료 학

생들이 자격을 갖췄을 때 배치되고 일하게 될 환경의 맥락(context)이 중요하다. 실습지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학습 경험에 진정성을 가져오는 데에 필수적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일하게 될 근무환경에 스스로 준비

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 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실무를 안전하게 하도록 준비시킨다.

• 보건의료 교육기관에게 환자안전의 핵심 주제를 알려준다.

• 모든 보건의료인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이 주제가 되도록 개선시킨다. 

• 환자안전 학습의 교육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보건의료인 교육에서 환자안전 교수자를 위한 능력을 심화 개발한다.

• 환자안전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환경을 촉진한다.

• 전 세계 모든 보건의료인 교육 환경에서 환자안전 교육을 도입하거나 강화한다.

• 환자안전 교육과 학습의 국제적 관심을 높인다.

• 고등 교육 분야에서 환자안전 교육 연구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한다.

원칙 뒷받침하기

역량 강화는 교육과정 변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WHO가 환자안전 프로젝트에 착수한 주된 이유는 보건의료에서 환자안전 교육 개발을 돕기 위해서였다. 환

자안전 학습 개발과 다양한 직종의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보건의료인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은 의료기

관들에게 도전 과제이다. 왜냐하면, 환자안전 개념과 원칙에 관한 교수진의 교육과 훈련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보건의료 교수진이 환자안전 훈련의 요구사항에 익숙하지 않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기존 

교육과정의 재검토는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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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교육자들은 많은 배경(임상의사, 임상 교육자, 비임상 교육자, 관리자,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가지

고 있으며, 특정 직종이나 엄격한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합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

정 분과마다 전문가가 많으며,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하는 전문적 경로를 통해 최신의 학문적 지식상

태를 유지한다. 환자안전 지식은 이러한 전통적인 경로 밖에 있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환자

안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에서 환자안전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지식, 도구, 기술을 제공받아

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과정 지침을 만들면서 교수자 지침[파트 A]을 함께 개발하였다. 교수자 지침은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설계와 시행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의 각 단계마다 실

제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우리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각 주

제를 독립적인 단원으로 설계한 이유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교육 수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주제들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통합할 수 있도록, 특히 의사에서 환자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계

하였다. 교육과정 지침에 있는 주제들은 60~90분 수업에 적당한 내용들로 설계되었으며, 교육과 평가를 위

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특징으로 하므로 개별 교육자들의 특정 필요나 상황,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 맞

게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제공된 개요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지역의 환경, 문화,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주의하면서 선택한 콘텐츠를 위한 최적의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국제적인 독자를 배려한 쉬운 언어

교육과정 지침의 교수자 지침[파트 A]은 다양한 수준에서 환자안전 교육을 도입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

을 가진 교육자들을 위해 제작하였으며, 교육과정 지침[파트 B: 교육주제]은 교수와 학생들을 위해 개발하였

다. 교육과정 지침은 영어를 모국어와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수준의 언어와 사

고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독자들의 작업으로 만들었다.

모든 국가, 문화, 그리고 맥락에 적합한 교육과정 지침

보건의료 교육자가 교육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콘텐츠를 고려하기 위한 많은 점

검을 해왔다. 모든 WHO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은 교육과정이 문화적으로 적합한지 평가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일부 교수들의 활동과 제안이 모든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보건의료의 많은 측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과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 전문적 행위들

이 오늘날에는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늘날은 간호사, 약사, 수련의사 같

은 직원들이 의사와 같은 상급자를 만났을 때 오류 수행에 관해 거리낌없이 말하도록 장려하며, 이것은 보편적으

로 모든 문화의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환자안전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환자안전에 책임이 있으므로 클

리닉 또는 종합병원의 위계질서 상에서 서열이 낮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한다. 교수는 의료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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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판단해야 하며, 환자안전 도입에 수반될 몇 가지 도전에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나 개

발도상국, 강의실이나 시뮬레이션 센터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다양성과 환경상의 차이에 관한 고려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교수 및 평가 전략을 설계하였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 지침 

우리는 학습 환경이 안전하고, 지지를 받고, 도전적이고, 매력적일 때 학생들이 가장 잘 반응하는 것에 유

념하였다. 환자안전 학습은 침상 옆이나 의자 옆, 클리닉이나 지역사회, 약국, 시뮬레이션 환경, 교실과 같은 

많은 장소에서 일어난다. 학생들이 학습에 지원을 받으며, 창피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본질이다. 교육과정 지침에 있는 활동들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발적으로 말하며,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이해한 것을 공유하는 지지적인 학습환경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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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지침의 구성

파트 A: 교수자 지침

교수자 지침은 환자안전 교육과 프로그램 계획 및 설계를 위한 능력 개발과 관련이 있다. 환자안전 교육에 

접근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파트 B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하였다. 파트 A에서 우리는 교육과정 개발

의 실행단계를 지원하고,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과정을 독자들에게 안내하고자 하였다. 

파트 B: 교육과정 지침 주제

실제적인 환자안전 교육과정을 나타낸다.



5  교육과정 지침의 활용         43

5. 교육과정 지침의 활용

교육과정 지침의 사용 방법

본 교육과정 지침은 보건의료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교육 주제와 교육 방법

을 규명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여러 주제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각 주제의 시작과 끝 부분

에 있는 환자 이야기(narratives)와 사례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논의되고 있는 각 주제의 

특정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사례 연구가 현장의 경험을 반영할 때 학습 효과가 최대

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교수자가 보건의료인의 경험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반영하도록 

각 사례들을 수정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본 교육과정 지침은 모든 보건의료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하였

기에 특정 전문직의 교수자는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 용어를 보강해야 한다. 교육과정 

지침의 파트 A는 교수자가 환자안전 개념과 원칙에 익숙해져서 모든 교육 활동과 환자안전 학습을 통합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수진과 임상교육자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다. 그림 A.5.1은 교육과정 통합의 핵심 단계를 보여준다.

그림 A.5.1.    환자안전 교육과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통합

출처: supplied by Merrilyn Walton, Professor, Sydney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Sydney, Sydney, Austral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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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학습을 위한 기존 교육과정 검토 방법

학습성과를 확인한다

교육과정 개발 또는 개선 작업에 앞서 환자안전을 위한 학습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B에서 교육과

정 지침을 위해 선택된 주제들은 학습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성과는 파트 A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다. 

교육과정에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한다

‘교육과정’은 실무 교육과 학습을 위한 폭넓은 영역을 뜻하며, 기술과 행동 개발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보건

의료 전문직 학위의 수료 시점에 역량을 증명해야 할 필수 지식, 기술, 행동을 나타내는 교육과정으로 학습하

게 된다.

새 교육자료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전에 병원과 여러 근무 환경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이미 병원과 클리닉에서 어떤 환자안전 교육을 경험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손위

생 프로토콜의 중요성이나 정확한 환자확인을 보장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과 같은 본 환자안전 교육과정의 일

부분을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관련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 자료들의 영상을 얻는 것이 환자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알아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안전 교육과정은 지침서의 파트 B에서 설명한다. 환자안전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도입하고 통합하는 것

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주제, 자료, 교수 전략과 평가방법을 규명해 왔다.

교육과정에 이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구축한다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좋은 접근법은 환자안전을 가르쳐야 하는 새로운 과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에 추가할 만한 새로운 환자안전 요소들이 있지만, 환자안전의 많

은 측면들은 기존의 교과목에 추가하거나 또는 주제들의 심화 개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주제나 학습 영역을 매핑(mapping)하는 것이 환자안전 개념과 원칙을 포함할 기회를 

발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 개발, 전문적 및 개인적인 역량 개발, 의료법, 윤리학, 의사소통과 같은 

분야들은 모두 환자안전 개념과 원칙을 포함시키기에 적합한 학습영역이다. 표 A.5.1은 호주의 시드니 의과대

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의학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환자안전 학습을 검토해보기 위한 사례로 제안한 것이다.

표 A.5.1.    매핑 훈련: 기존의 의학 프로그램에서 환자안전 내용 확인하기

수업/

교육과정 

분야

학년
환자안전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잠재적  
환자안전 교육

환자안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환자안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고

윤리학 1 환자 자율성 존중 위해사건 후에  

정직하기

강의 논술형, 선다형  

문항(MCQ),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 

(OSCE)

많은 환자안전 원칙은  

환자안전 교훈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는 윤리학적 기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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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과정 매핑은 통합된 방식으로 환자안전 개념들을 포함하기 위한 기회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환자안전 교육과 기존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 교수진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

모든 보건의료인이 직면하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임상교육자의 부족 현상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구조화된 교육으로 환자안전 원칙과 개념을 통합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거

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용에 익숙하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감적으로 환

자안전 방법을 일상 실무에 도입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해도 그것은 행정가와 관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어

떤 사람들은 환자안전 교육이 중요하거나 그들의 실무 분야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자안

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이 오늘날 환자안전의 필요성을 자각하지만, 이 분

야의 교육과정은 매우 새로우므로 보건의료인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교수진의 역

량 개발은 시간이 걸리지만, 환자안전 교육에서 임상의사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설문조사

누가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이다. 어떤 기관에는 수백 명의 교수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는 그렇

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안전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최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반

드시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에 제시된 매핑 훈련은 현재 교육 담당자와 환자안전 개념을 통합할 지위에 

있는 교수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설문조사는 환자안전에 관한 관심과 지식, 환자안전 방법들에

서 실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직종에서 환자안전 교육과정 개발을 감독할 

집단이나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 

포커스 그룹

환자안전에 관한 현재의 지식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해내기 위해 특정 직종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포커스 그

룹을 운영해 보라. 이는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 학습을 대하는 보건의료인의 태도에 관한 정보를 줄 것이다.

면대면 회의

교수진 및 임상교육자와 함께 개별 회의를 하는 것은 환자안전 교육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을 돕는다. 이것은 후속 작업을 위한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기틀과 긴급성을 논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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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 소집

당신이 생각하기에 환자안전에 관심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 교육의 원탁회의에 참여할 ‘챔

피언’ 또는 역할모델이 될 만한 특정 그룹을 선정하여 초대하라. 원탁회의 형식의 장점은 명확한 담당 전문가

가 없어도 그룹이 함께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슈를 토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환자안전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통로이다. 세미나는 환자안전 분야의 미경험자가 환자안전 지

식이 많은 전문가나 존경받는 실무가들을 접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세미나는 반나절 또는 일일 과정으

로 열 수 있다. 주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환자안전이란?, (2) 환자안전이 중요한 이유와 근거, (3) 환자

안전 교육과정 개발 방법, (4) 환자안전 교육 방법, (5) 환자안전 평가 방법. 프로그램의 목적이 환자안전을 학

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진과 전문직의 역량 개발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비슷한 관심동료들을 확인하는 방법

역량 개발을 위한 위의 활동들을 시작하면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회의를 열고, 교수진과 교수자에게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는 항시적인 초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석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편리한 때에 회의시간을 잡도

록 명심하라. 예를 들어, 오전에 환자 진료가 있는 경우에는 오고 싶어도 일로 인해 올 수 없다. 또한 교수자 

대상 소식지나 대학가 소식지에 기고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기고는 사람들에게 환자안전에 관한 정보를 주

며, 직접적인 참여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환자안전 교육을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

환자안전 교육은 프로그램 수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환자안전에 관심 있고 지식이 많음을 밝

힌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사전 접촉이나 회의 결과로 임명되거나 지명되었던 관심과 지식이 있는 보건의료인

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다. 공학(인적요인 지식), 심리학(행동 심리학, 과정과 향상이론), 약학(약물 안전), 간

호학 및 의학(감염 관리)과 같은 다양한 교수진과 학문분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인하는 것을 추

천한다. 

환자안전 학습과 교육과정의 결합을 위한 기술

브레인스토밍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묻고, 참여를 격려하는 기술이

다. 문제는 어떻게 환자안전 학습을 교육과정에 최선의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이다. 각 보건의료 교수진

은 환자안전에서 자원, 역량, 관심 정도가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 환자안전이 아직 공동체나 정부의 관심사항

이 아닐 수 있으며, 환자안전 교육을 결합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입문 워크숍은 교수진이 환자안전의 핵심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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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관해 교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문 사항이라도 질

문함으로써 우려하는 점들을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다. 

환자안전은 다학제적 학습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의료진은 일부 환자안전 수업을 다른 보건의료 전

문직 부서와 결합하여 실행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본 교육과정 지침서는 모든 보건의료 학

생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직과 학문영역이 어떤 특정 주제 교육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

다. 공학자들은 인적요인 시스템과 안전 문화에 관해 교육할 수 있다. 심리학자, 행동 과학자, 간호학/의학/

약학 교수진들은 그들의 학문에서 어떻게 안전을 개선하여 왔는지를 교육할 수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은 특히, 환자안전에 대한 팀 접근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합의에 도달하기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많은 논의 중에 포함되어야 할 것과 제외해야 할 것 등 여러 관점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차츰 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슈를 장기간 논쟁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 방법은 파일럿 연구를 통해 

새로운 주제를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인데, 미리 일어날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미래의 주제들에 관한 지침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환자안전 학습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교수들이 환자안전 아이디어들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과정 지침 개발과정 및 기존의 교육과정과 통합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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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내 환자안전 학습 통합방법

일반적 의견

환자안전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며, 기존의 교육과정에 새로운 자료를 도입하는 것은 항상 도전 과제이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어느 부분에 어떤 형식으로 나머지 교육과정과 조율할 

것인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중요하다.

당신의 학교가 기존 교육과정을 쇄신하는 중이거나 당신이 새로운 보건의료시설에 속하게 된 경우라면, 환

자안전 교육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기에 이상적인 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대학들의 교육과정

은 잘 정립되어 있으며, 이미 여러 가지 과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새로운 학습영역을 교육할 만한 여

유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환자안전 교수학습 방법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당신

의 학교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고,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방식의 

장점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관해 다룰 것이다.

 

환자안전 교육의 특성 

• 새롭다.

•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계열의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던 인적요소, 시스템적 사고, 효과적인 팀워크 행동, 

오류 관리와 같은 다수의 분야에 걸쳐 있다.

• 많은 기존의 전통적인 주제들(응용 과학, 임상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상자 A.6.1의 예를 보라).

• 새로운 지식과 수행 요소를 포함한다(상자 A.6.2의 예를 보라).

• 맥락적으로(contextual) 관련성이 매우 높다.

상자 A.6.1.    환자안전 교육과 전통적 의학 및 간호학 학과목의 연계

환자안전 주제(예, 정확한 환자확인)를 의학의 여러 과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준다.

학과 환자안전 적용

산과학 신생아와 해당 산모를 잘 식별하여 신생아를 혼동하지 않으며, 실수로 다른 부모와 퇴원하지 않도록 하

는 방법은 무엇인가?

외과학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정확한 혈액형의 혈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확인 절차

가 필요한가?

윤리학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의사가 시행하려는 상황에서 환자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

게 분명한 의사표현(목소리 내기)을 하도록 격려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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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A.6.2.    환자안전 교육과 새로운 지식 및 성과 필요조건의 연계

특정 주제에 관한 환자안전 역량은 지식과 수행 요구사항으로 나뉠 수 있다. 이상적인 학습은 두 부문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확한 환자확인’을 예로 들어 보여준다.

영역 환자안전 예

광의의 지식 환자확인(patient identification)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팀으로 케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한다. 동일한 상태에 있는 두 명의 환자 돌보기,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자, 업무 도중

에 방해를 받은 직원 등과 같은 환자 혼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학습한다.

응용 지식 교차적합시험(cross-matching)을 위한 채혈 시, 정확한 환자확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 작업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오류 예방을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수행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에게 이름을 물어봄으로써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당신은 

John Smith 입니까?’와 같은 폐쇄형 질문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확

인한다.

환자안전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범위와 환자안전 원리들을 맥락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 수업으로 효과적인 환자안전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교육과정에 다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의 어떤 영역들은 보건의료 직종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서 기존 수업에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에 이런 영역의 환자안전 교육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주제 2 ‘환자

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기존 과목에 통합하거나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주제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시간을 내어 공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교수를 전문가로 초청해 강의를 하

고, 이어서 소그룹 토의를 하는 것이다. 

일반 교육과정 구조를 활용한 최선의 방안 수립

기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환자안전 영역들이 이미 교육되고 있으며, 어떤 환자안전 주제들을 가르

치기를 원하는지 결정했다면, 당신의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  

교육과정에 관해 생각해 볼 때 다음의 질문을 고려하라.

• 전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특정 과목과 주제가 언제, 어디에 환자안전 교육에 포함되도록 할 것인가?

• 개별 주제를 어떻게 학습목표, 전달방법, 평가방법 관점으로 구조화할 수 있겠는가? 

• 교육과정은 어떻게 제공되는가?

• 교수 전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단 당신이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하고 나면 교육과정에 환자안전을 포함시킬 방법과 위치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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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전통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가? 학생들은 처음에 환자안전의 기초

와 행동과학에 관해 배우고 나서 전문직과 관련 있는 특정 영역에 집중하게 된다. 교육은 통합적이라기보다 

특정 학과목 중심의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환자안전의 적용과 수행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에 소개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

러나 환자안전 원칙 같은 광범위한 지식은 저학년에 도입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통합적 교육과정인가? 기초, 행동 및 임상 과학과 술기들이 교육과정 안에 병행하여 통합되어 있다.

•   이러한 환경에서는 환자안전 교육의 지식, 적용 및 수행 요소들을 교육과정 안에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환자안전의 지식과 수행 요구사항

•   학생들의 학습은 근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학생들이 보건의료 전달 방법을 이해하고 

근무지 환경에 익숙해지면 관련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다뤄진 직후에 그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실무를 변경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환자안전 주제를 가르칠 때 지식과 수행 요구사항을 함께 다루는 것이 장점이 있다. 환자안전의 문제 범위

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 요구사항을 학습할 때 동기와 통찰력을 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곧 일하게 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환자들이 직면할 위험들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더 적다. 학생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 보건의료의 안전한 제공자가 되게 하는 실제적인 전략인 수

행요소를 학습한다면, 학생들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계획상의 이유나 논리적인 이유로 

환자안전 주제에 관한 지식 및 수행 요구사항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인 경우에 환자안전의 지식 및 수행 요구사항을 가르치는 시기는 환자들과 접촉하고 실

무 현장의 술기 훈련으로 전문적 실무 지식이 더 많은 마지막 학년이 가장 좋다. 지식과 수행 요구사항의 맥

락은 새로운 지식을 실습할 학생들의 능력과 일치해야 한다. 입문 단계의 환자안전 지식은 저학년에서 공중 

보건, 역학, 윤리, 기타 행동과학 기반과 같은 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도입 부분에 적절한 주제로는 (1) 환

자안전이란?, (2) 보건의료의 시스템과 복잡성이 있다. 통합적 교육과정이어서 학생들이 첫 학년부터 임상 술

기를 배운다면, 환자안전 주제들이 초반에 도입되고, 전체 교육과정에 걸쳐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최선

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일정한 테마로 만들어 강화할 기회를 주며, 이전 학습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학생들은 근무지/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환자안전 교육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 

 

특정 과목과 주제를 언제, 어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환자안전 교육을 할 것인가?

사례가 수업의 일부이며, 학문과 관련이 있는 경우, 특정 직종과 관련된 학습 영역은 환자안전 주제를 포함

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직종에 관련된 학습도 사례가 수업의 일부이고, 학과목과 관련이 있다면 환자안전 

주제로 수용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서 발생하는 투약오류의 사례라면, 소아과학/아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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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을 학습하는 동안 간호사 교육을 위해 오류의 이해 및 오류에서 배우기를 도입부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고관절이나 무릎 치환 수술 후 관리법을 학습하는 동안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의 주제에 관해 배울 수 있다. 사례가 특정 학과와 관련 있는 경우에도 많은 영역에서 ‘오류를 이해하고, 

오류에서 배우기’ 주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환자안전 학습은 포괄적이며, 모든 학과의 모든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 상자 A.6.3은 환자안전 주제의 통합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되었다.

상자 A.6.3.    환자안전 주제의 통합

환자안전 주제 환자안전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과목

감염 관리 향상을 통한  

감염의 최소화

미생물학

절차적 술기 훈련(procedural skills’ training)

감염성 질환

임상 현장 실습

약물 안전 향상 약리학

치료학

효과적인 팀원 되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

응급 재난 훈련

환자안전이란? 윤리학

임상 환경에 대한 소개

임상적 술기 훈련(clinical and procedural skills’ training)

개별 교육과정의 주제들은 다음 영역에서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가?

• 학습목표

• 전달방법

• 평가방법

새로운 환자안전 내용을 당신의 교육과정으로 옮길 때 기존 과목의 학습목표, 전달방법, 평가방법의 구조와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제공되는가? 

• 강의

• 실습 현장 및 병동, 약국, 분만실에 대한 온라인 활동

• 소그룹 개별지도 교수법

• 문제 중심 학습(PBL)

• 시뮬레이션/스킬 랩(skills laboratories)

• 전통적 개별지도

환자안전 주제들을 학생들과 교수들이 익숙한 기존의 교육전달 방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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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한 예제 모형

예시 1: 전통적 교육과정에서 마지막 학년의 독립형 과목으로서 환자안전. 도표 A.6.1을 보라.

•   교육방법은 강의, 소그룹 토의, 프로젝트 작업, 실습 워크숍(practical workshops), 시뮬레이션 기반 훈

련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실습 현장의 인력으로 들어가기 전, 환자안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춘다.

도표 A.6.1.    전통적 교육과정에서 마지막 학년의 독립형 과목으로서 환자안전

 

예시 2: 통합된 교육과정에서 독립형 과목으로서 환자안전. 도표 A.6.2를 보라.

환자안전은 다른 교과목과 관련 있는 독립형 과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해 교육과정에서 개별지도나 

실습지에서 떠오를 주제들 관련 용어로 도입부에서 강의한다.

도표 A.6.2.    통합된 교육과정에서 독립형 과목으로서 환자안전

예시 3: 환자안전을 기존 과목으로 통합시키기(예시 A). 도표 A.6.3을 보라.

몇 가지 과목들은 수업을 별도로 지정하여 개별지도나 강의의 주요 목표가 환자안전 주제를 다루게 할 수 

있다. 4학년이 되면 치료학(therapeutics)의 일부로 약물안전 강의, 안전한 약물 관리 워크숍, PBL 또는 소

그룹 등의 학습 형태가 가능하며, 여기서 논의되는 사례는 투약오류를 사용하여 오류의 다원적 특성을 설명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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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A.6.3.    환자안전을 독립형 과목으로 기존 과목에 포함시키기 (예시 A)

 

예시 4: 환자안전을 기존 과목으로 통합시키기(예시 B). 도표 A.6.4를 보라.

환자안전 요소들을 선택된 과목의 수업으로 통합하기 위해 과목의 리더들과 함께 작업하라. 수업의 주요 초

점이 환자안전 주제가 아니어도 환자안전 교육의 요소들을 수업 내에서 엮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목표에 환자안전 요소들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예제로 상자 A.6.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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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A.6.4.    환자안전을 독립형 과목으로 기존 과목에 포함시키기 (예시 B)

환자안전 주제들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통합되면 될수록 수행 요구사항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포함시키고 

환자안전 개념들의 맥락을 제공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상자 A.6.4.    환자안전 주제를 기존 수업과 엮어내는 방법으로 보여주는 예제

기존 수업 환자안전 교육의 구성요소

침상/의자 옆이나  

클리닉에서의 임상 술기  

개별지도

환자들은 수업의 시작점에서 교육적 과정의 일원으로서 설명과 동의를 언제나 제공

받는다. 역할모델인 지도강사는 환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환자들을 팀의 일부로 

포함한다. 지도강사는 환자들을 그들의 케어에 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로 사례 토

의에 초청한다.

정맥내관 삽입술의 

절차적 술기 수업

멸균술과 날카로운 기구의 폐기방법이 포함된다. 감염의 위험에 관한 논의에 환자를 

포함시킨다. 동의받는 것을 연습하라.

수혈에 대한 강의 환자위험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의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다. 정확한 환자확

인에 대한 검증 프로토콜. 동의받는 훈련을 포함한다. 

폐색전이 있는 사례에서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PBL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학생들이 논의하

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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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환자안전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될수록 더욱 분산배치될 것이며, 많은 교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

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조정은 더 어렵게 된다. 새로운 자료의 통합과 전달 방법의 조정 간에 균형이 필요

할 것이다. 어떠한 환자안전 요소들이 현존하는 교육과정에 결합되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

하는지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환자안전을 통합하는 것은 이상적이

지만, 이 목적은 실제적인 적용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대학이나 인증된 기관에서 어디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가르치는지 정보를 요청받으면, 관련 교

수들은 관찰자가 수업에 참여하고 환자안전 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위의 접근 방법들을 조합하는 것이 당신의 상황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환자안전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무엇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

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제별로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은 진행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머지않아 작은 목표들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문제 중심 학습(PBL) 수업에서 환자안전 학습을 포함시키는 제안

어떤 보건의료 프로그램들은 교육적 전달방법으로서 문제 중심 학습을 선호한다. 문제 중심 학습 프로그램

은 원래 캐나다의 McMaster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학생들이 공동으로 특정 주제에 함께 작업하는 것을 기

대한다. 그리고 작업이 할당되고, 학생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다음의 제안

은 어떻게 환자안전 주제들을 문제 중심 학습 사례에 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환자안전 문제와 관련 있는 사례 정보를 포함시키라. 이것을 위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현실적인 측면

을 포함하는 것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할 기회를 줄 것이다.

• 사례를 당신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에 관련 있도록 만들어라.

• 사례는 근접오류나 위해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   사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시스템 위험이 존재하고 있

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사례는 간호사, 약사, 조산사, 치과의사, 일반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사례는 보건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목소리 내기), 상급 직원이 경험이 적은 직원의 개입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 케어가 

향상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환자안전 문제들은 PBL 사례에서 주요하거나 경미한 요소일 수 있다. 

문제 중심 학습(PBL) 수업의 사례

15세 소년인 Jeremy So는 거친 숨소리와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지역의 클리닉에 도착하였다. 

Jeremy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30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 

검사 과정에도 Jeremy는 괴롭고 불안해 보인다. 부은 얼굴, 부풀어진 입술과 눈도 너무 부어서 뜨기

가 힘들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났고, 몸을 긁고 있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소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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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일한 사례이나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의료오류에 관한 토의를 이끌어 내는 서술

15세 소년인 Jeremy So는 거친 숨소리와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지역의 클리닉에 도착하였다. 

Jeremy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30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 

검사 과정에도 Jeremy는 괴롭고 불안해 보인다. 부은 얼굴, 부풀어진 입술과 눈도 너무 부어서 뜨기

가 힘들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났고, 몸을 긁고 있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소리가 났다.

Jeremy의 아버지는 예전에 Penicillin이라는 약을 복용한 직후 이런 적이 있었으며, 사망에 이를 수

도 있으니 다시는 Penicillin을 복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Jeremy는 콧물, 인후통, 

열이 있어 오늘 아침에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Amoxicillin을 처방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Jeremy가 복

용하기 시작했다. Jeremy의 아버지는 새로운 약인 Amoxicillin 알레르기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

하고 있다.

사례: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의 예를 포함한다

간호사, 약사 또는 의대학생들이 의사가 간과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이 사례는 간호

사(또는 다른 보건의료인)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목소리 내기), 그 의사가 간호사의 의견을 받

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케어가 향상된 상황을 보여준다.

 

환자안전과 술기 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많은 시술과 치료 절차들은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위험하다. 이것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있을 때 

특히 그러하다. 처음부터 효과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던 시술들로 인해 부작용, 통증, 정신적 고통으로 해

를 가할 수 있다. 시술을 수행하는 개인의 지식, 기술, 행위가 환자들의 일부 잠재적 위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학부 수준에서 환자안전 교육을 술기 훈련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이 학생들이 술기를 시작할 때 환

자에 대한 책임감을 잊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환자안전 교육을 당신 학교의 술기 훈련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일부 제안하고 있다. 시작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보라.

1. 당신의 프로그램에서 술기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2. 가르치는 술기들은 무엇인가?

3.   학생들이 환자들에게 술기를 수행하는 시작점이 언제인가? 이상적으로 환자안전 메시지들은 술기 수행 

시점보다 선행하거나 맞추어서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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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프로그램에서 포함할 만한 환자안전 주제

광의의 환자안전 주제들은 모든 절차에 관련되어 있다.

•   학습과정의 곡선. 경험 없는 학습자가 경험자보다 해를 가하거나 술기를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

을 이해하라. 학습이 허락된 동안에 일어날 해를 최소화하는 데 어떠한 전략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예: 신중한 준비, 계획, 배경지식, 타인의 술기 관찰, 시뮬레이션, 감독, 피드백 및 추후관리의 역할 (주

제 2, 5, 6)

• 술기 시작에 앞서 절차로 요구되는 보건의료인의 배경지식 (주제 6, 10)

• 멸균 주의(sterile precautions) (주제 9)

•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 (주제 6, 9)

• 정확한 환자확인, 정확한 부위, 정확한 환자 (주제 10)

• 추후 관리 (주제 2, 6, 9, 10)

특정 절차의 수행에 환자안전 학습과 적용

• 일상적 문제들, 위험/함정, 문제 해결 (주제 2, 5)

• 일상적이며 심각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 (주제 1, 5)

• 환자에게 추후관리를 고려해 조언함 (주제 6, 9)

• 장비 친숙성 (주제 2)

• 광범위한 환자안전 주제의 구체적인 적용 (전체 주제)

예시. 혈액샘플 채취 시 정확한 환자확인

오인(misidentification)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샘플 튜브에 라벨을 붙이는 방법:

• 침상에서 라벨을 붙인다. 

• 환자 이름을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한다.

•   환자 이름과 샘플 튜브의 라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요청서에 라벨을 붙인다. 즉, 3가지 방식의 확인

(three-way check)을 준수한다.

강의, 자료 읽기, 그룹 토의, 개별지도, 온라인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방법들을 광범위한 환자안전 주

제들을 수행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다. 

환자안전 주제의 지식과 수행 요구사항을 학습할 최적의 시기는 절차의 단계를 학습하는 시점이다. 스킬랩 

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임상의 실무 개별지도나 술기적 요소가 없는 개별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

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기사나 가이드라인을 읽어와야 할 것이다. 

특정 술기에 대한 개별지도는 일반적 원칙을 강화시키고, 특정 절차에 대한 환자안전 적용을 구체화시키며, 

학생들의 환자안전 실무를 연습하는 데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학교가 재난관리 또는 특정 절차나 치료를 학습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몰입형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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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훈련(immersive scenario-based simulation training)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팀 훈련을 

통합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 메시지를 통합하는 이 유형의 훈련이 가지는 장점은 시나리오에 나

올 수 있는 다양한 실제생활 문제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응급 상황에서 할 일

을 안다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과 다르며, 특히 팀의 일원으로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도입된 실제 요소

라는 것이 시간압박, 스트레스, 팀워크, 의사소통, 장비 친숙함, 행위 안에서 의사결정, 해당 환경을 아는 정

도이다. 다른 유형의 실험적 학습과 마찬가지로 안전 실무를 보여주는 수행 요구사항들을 실습해 볼 기회들

이 있다.

주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몰입형 시나리오 기반 교수법(immersive scenario-based teaching)은 학생들

이 배울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곤란한 상황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며, 학

습하기에 언제나 편안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이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적인 

교육 원칙에 관한 장을 보라.

술기 훈련 프로그램

술기 훈련은 환자 과거력 수집 방법과 적절한 검사와 임상 추론, 검사결과 해석, 약물 준비, 시술 절차 수

행방법 및 정보 제공하기, 상담, 동의서 받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침상/의자 옆 개별지도, 약국에서 약품 준비, 모의 환자와 실습하기, 동료와 실습

하기, 전문가 술기 비디오 시청, 임상 환경에 참여하기, 사례 발표하기 등과 같은 관련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의 학교가 언제, 어떻게 술기 프로그램을 전달하는지 고려하라.

몇몇 환자안전 주제들은 어떤 술기 프로그램이든 포함시키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환자

안전 실무요소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사들이 침

상 곁/의자/작업대 옆에서 하는 개별지도는 안전 실무(예, 환자중심의 의사소통, 손씻기, 체크리스트와 프로

토콜의 사용)에 관한 역할모델로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술기 훈련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환자안전 수행요소들을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 위험에 관한 의사소통하기

• 허가/승인 요청하기

• 거절 받아들이기

• 환자를 정직하게 대하기

• 환자들에게 권한을 주기 – 환자들이 케어에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하기

• 손씻기

• 과거력 수집과 필요한 검사를 하는 동안 환자중심으로 생각하기 

• 임상적 추론 – 진단 오류, 시술에 대한 위험-편익비(risk benefit ratio) 고려, 조사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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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클리닉/지역사회 기반 교수와 전문적 술기 교수자 간 협력 방법

환자안전 원칙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통합되므로 다양한 교수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

히, 환자안전 교육이 소그룹과 술기 개별지도 환경에서 전달되는 경우에 다양한 교수자 간의 협력이 더욱 필

요하다.  

우리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많은 교수자가 환자안전 개념이 친숙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지식 및 수행 

요구사항이 새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근무지에서 보건의료인이 급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환자의 이

름을 묻고, 환자안전 원칙을 타협하거나,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비난과 수치심’을 표현하는 것을 목격할 수

도 있다. 강사들은 자신들이 효과적인 환자안전 교수자이며 역할 모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의 실무를 되돌

아 보아야 한다. 

다음의 전략들이 환자안전 교육에 교수자들을 참여하도록 도울 것이다.

• 환자안전 워크숍, 또는 교수자를 위한 연재 강의를 한다.

•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초청 강연자를 섭외한다.

• 교육과정에 환자안전을 포함하도록 교수자를 독려하고, 참여시킨다. 

• 대학원 과정에 환자안전 교육을 병행한다. 

• 강의노트에 환자안전 학습목표를 분명히 표기한다. 

• 환자안전 주제에 관한 강의노트를 제공한다.

• 시험에서 환자안전 콘텐츠를 평가한다.

사례연구 활용하기

우리가 많은 사례연구를 제공한 것은 각 주제가 환자안전에 연관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를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학생/강사가 그 사례를 읽은 후 소그룹에서 다양한 논점으로 토의하거나 사

례와 관련한 많은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계획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각각의 사례연구 후에 질문이나 토의할 문제들을 포함하였다. 질문은 학생들이 관련된 사람들에 집중

하기보다 기저에 깔린 요소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현지의 사례연구 개발하기

사례연구들은 어떤 일을 잘못한 경우(부정적 경험에서 학습)이거나 일을 잘한 경우(긍정적 경험에서 학습)

를 예로 들어 보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연구가 주제 ‘효과적인 팀원 되기’로 개발 중이라면 현지에서 

사례연구는 그 지역의 기관, 클리닉, 병원들에 친숙한 팀의 구성요소를 가지게 한다.

다음의 단계들이 가르칠 주제와 관련 있는 현지의 사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개요

를 짤 때 각 주제의 장들을 재검토하라.

• 근무환경과 주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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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맞는 학습목표 

학습목표에서 포착된 활동들을 기록하라. 다음의 자료에서 사례연구를 구하라.

• 교육과정 지침서 

•   병원이나 클리닉에 있는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의사,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 확인된 사례들을 

요청

학습목표에서 규정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개발하라.

사례연구의 상황이 학생과 보건의료인에게 친숙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 서비스를 현지에서 사용

할 수 없다면, 그 사례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교육과정 지침의 사례연구 수정 방법

사례연구의 많은 부분이 행위나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많은 사례들과 WHO 

전문가 그룹과 소속위원들이 제공한 사례들이 오류, 의사소통, 팀워크를 이해하고,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하나 이상의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학습 목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례들을 각 주제 아래에 열거하였다.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접근 권한이 제한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사용

되어 왔다. 이는 사례연구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례연구는 그 사례가 발생하는 환경을 변경하여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에 있는 보

건의료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보건의료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는 남자에서 여

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문화적으로 적절하다면), 가족이 있거나 없을 수도, 지방이나 도시에서 온 것으

로 바뀔 수 있다. 사례를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정한 후에는 그 사례연구가 앞뒤가 맞고, 그 주제와 지

역의 환경설정이 적절한지를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검증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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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자안전 교수-학습을 위한 핵심적 교육 원칙

환자안전 교육이 안전한 실무와 환자의 개선된 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가르치든 주요 과제 중 한 가지는 학습한 것이 근무 현장에 적용되

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자가 학생들이 실제 근무 현장에서 학습한 것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격려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음의 전략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맥락(Context)이 환자안전 수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자안전 원칙을 맥락화하라

환자안전 원칙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일상 활동과 관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실무에 환자안

전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사

용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예시를 사용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하게 될 일과 환자안전 교육을 통합할 임상 상황(context)을 선택할 때 이를 

늘 염두에 두라. 영양실조, 병적 비만, 말라리아와 같은 사례가 임상 환경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면, 이러한 사

례를 포함시키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졸업생들의 대다수가 관련 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과 배경

을 사용하라.

실무 적용을 확인하라

학생들이 그들의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학생들은 근

무 환경에서 안전한 실무를 적용할 기회가 나타날 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확한 환자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하다.

• 혈액 샘플을 전송할 때

• 약물을 투여할 때

• 영상사본 요청서에 라벨을 붙일 때

• 환자 정보를 기록할 때

• 환자 투약 차트를 기록할 때

• 절차를 수행할 때

•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과 일할 때

• 환자 및 그 친척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의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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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관심 있는 예시나, 학생들과 관련 있게 될 예시를 사용하라

신규 보건의료인이나 실습지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련하라. 예를 들어, 수업내용

이 환자 옹호에 관한 것이라면, 경력 많은 실무자가 병원 관리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예시보다는 학생이 경

력 많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식의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갈 것이며, 더 큰 학습 동기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보라.

사례

외과 수술을 참관하고 있던 어느 간호대학생은 외과의사가 환자 몸 속에 거즈를 둔 채로 수술부위

를 봉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학생은 외과의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볼 기회를 주어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실무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은 습관이 될 것이며, 환자안전 사고방

식으로 임상 현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안전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개별지도, 개인 학습 (예, 위험스러운 상황 해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시뮬레이션 상황 (예, 스킬 랩, 시뮬레이션 랩, 역할극)

• 임상 현장 (예, 환자를 보기 전 손씻기, 채혈 시 정확한 환자확인)

•   환자와 상호작용 – 환자에게 조언할 때, 학생들은 환자들이 이해하고 질문하는 것을 격려하고, 계획한

대로 케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 만들기

학습 환경의 측면에서도 교수-학습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학습 환경은 안전하고, 지지를 받으

며, 도전적이고, 참여적인 환경이다.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학습 환경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학습 환경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 학생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도 편안하게 느낀다.

• 학생들이 이해되지 않은 것을 자진해서 말한다.

• 학생들이 이해한 것을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개방된 자세로 임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즐기며, 학

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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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지지를 받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들은 지식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이며, 교

수와 동료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이 아니라 자기보호에 치중하게 된다. 안전하며 지지를 받는 학습환경을 만들려는 노력

은 더 즐거운 학습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도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

끼는 학습환경을 만드는 교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안들이다.

•   학생들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게 하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도 보여주라. 

•   수업의 도입부에 수업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하라. 이것은 학생들이 예상하도록 하고, 그들

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   학습자들에게 당신이 교육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예비교육을 하라. 이것은 특히 당신이 근무지나 임

상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에 있다면 중요하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있는 경우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

을 알아야 한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환경은 어떤 점에서는 현실적인 반면, 어떤 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학습자가 현실로 

가정한 채로 실습에 임할 것을 요구받으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학습자들이 역할극에서 요구되는 몰

입의 수준을 알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길 기대하는지 확인하라. 교

수자가 정맥내 관삽입술(IV) 실습용 팔을 단지 술기적 측면을 연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황

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용 팔을 진짜 환자로 대하며 대화하는 것은 난처할 수 있다.

•   학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라. 이것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

다는 메시지를 준다.

•   절대 학생의 지식 부족이나 수행 부족을 비판하거나 모욕감을 주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학습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

•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지목하는 것보다 지원자를 요청하라.

•   학생들에게 차례대로 해 보도록 요청하기 전에 당신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사를 투여하기 전 멸균 영역을 확보하는 법을 가르칠 때, 동급생들 앞에서 학생들이 방법을 배

우고 수정이 필요한 실수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이다.

•   학생 그룹에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을 먼저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에 관해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대답할 

누군가를 찾는 것이 좋다. 질문에 앞서 학생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라.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불안

감을 느낄 것이고, 전체 학우들이 대답을 기다리는 경우 명확하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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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로서 만일 당신이 정답을 모르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숨기려 한다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 

사과하려 하지 말라.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

다. 기억해야 할 인용구로 보건의료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나는 모른다(I don’t know)”이다(1).

•   실습이나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양방향 대화를 하도록 하라. 당신의 의견을 주기 전

에 학생들에게 먼저 묻고, 수행에서 잘한 것과 노력이 더 필요한 측면을 이야기하라. 학생들이 더 주의

가 필요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우라. 

도전적, 참여적인 학습환경 

교수자에게 도전을 받은 학생들이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도전적인 학습환경이란 학생들

이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해 보도록 격려를 받는 장소이다. 가상 상황에 대해 도전을 받고, 이

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활동을 소중하게 여긴다. 도전적인 학습환경과 겁을 

주는 학습환경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 학습환경이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도전을 받는 것에 개방되고, 

학생들이 도전을 받을 때 수업 과정에 열심히 임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수업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귀뿐만 아

니라 두뇌나 입, 손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단순하게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활

동들은 피하도록 하라.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환자 인터뷰, 워크숍에서 절차적 기술 연습, 역할극과 같은 경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흥미롭다. 소그룹 활동도 활동의 협업적 특성, 학습자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사

례의 경향성,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로 인해 참여적인 경향이 있다. 

참여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다음의 전략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 상호작용하도록 노력하라.

•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라.

• 학생들이 문제를 논의하고, 옆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라.

•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라.

• 강의 도입부에 학생들이 쉽게 관련될 수 있는 사례나 문제를 활용하라.

• 이론적 개념을 구체적인 예시와 관련지으라.

• 학생들이 비디오, 사례, 진술문, 해결책, 문제점을 비평하게 하라.

병원이나 클리닉을 관찰하는 것, 관련 문헌을 읽거나 시술 절차를 참관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을 할 때, 학생

들에게 프로세스의 일부를 완료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그 업무는 비판적인 반영 기술(critical reflection skill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동료 평가 회의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미리 정해진 질문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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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방법

개별 교육자들은 선택사항이 있을 때 선호하는 교수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2). 선호하는 방법은 교수

들이 생각하는 최선, 교수의 적성,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에 대한 신념의 조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수방법은 교수자가 전문가 역할을 채택하고, 강의를 통해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역할 모델링을 

통해 수행방법을 보여주는 교수자 중심 방식에서 단순히 학생들 자신과 동급생들이 소그룹 프로젝트 같은 작

업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게 돕는 학생 중심 방식까지 다양하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을 선호하는 교수자들

은 자신들의 역할은 학습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안내하는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교수자

들의 기술은 학생들을 학습활동들에 참여시키고, 집단 토론을 촉진하며, 생각을 유발하는 질문이나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교수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이는 가르칠 내용과 학생수, (알고 있는 경우)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

습방식, 교수의 능력,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학생 중심 방식의 장점은 협

업 장려, 의사소통,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집단 문제해결 기술을 포함하며, 이것은 근무지에서 효과적인 팀원

이 되기에 유용한 경험들이다. 당신이 선호하는 교수법 외에 특정 환경에서 똑같이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

는 다른 교수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며, 융통성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체 교육과정 전달 설계에 맞게 평

소 당신이 사용하던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arden은 교수자의 역할을 다음의 6가지로 지목하였다(3).

• 정보 제공자

• 역할 모델

• 촉진자

• 평가자

• 기획자

• 자료 제작자

환자안전 영역에서 중요 정보 제공자로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왜 환자안전이 근무지

나 임상 환경에서 중요하며, 어떤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환자안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환자안전 원

칙의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실무와 근무지에서 위험에 대한 접근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포인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교수자가 안전한 실무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당신이 학생들과 실습 현장에 있을 때 당신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지 학생들은 주

목할 것이다. 

• 환자 및 가족과 상호작용한다.

•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존중한다.

• 환자 및 가족에게 위험을 알린다.

•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위험-편익비(risk benefit ratio)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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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가족의 질문에 응대하고, 질문하도록 요청한다.

• 환자 간에 이동할 때 손을 씻는다.

• 팀 접근을 수용한다.

• 동료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 직장의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 당신과 다른 사람의 오류를 인정하고 학습한다(4).

• 문제해결 시스템 관련 이슈

•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돌본다.

당신은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 앞에서 스스로가 안전한 실무자가 되어 효과적인 환자안전 교수자가 될 수 

있다.

환자안전 학습에서 환자를 고려하기

학습의 기회가 어디에 있을지 유념하여 실무 환경에서 강의실, 개별지도실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환경에 환

자안전 교육을 통합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어떻게 환자안전 학습 기회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아이디어

를 줄 수 있다.

• 이곳의 환자들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우리가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 이 상황에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X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 우리의 다음 계획(플랜 B)은 무엇인가?

• X가 발생하면 우리는 환자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 누가 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다른 보건의료인인가? 환자인가?

• 무엇이 일어났나? 우리는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이 제안한 계획의 위험-편익비(risk-benefit ratio)을 살펴보라.

최고의 학생 교육 중 일부는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경험일 것이다. 보건의료 교육에서 환자들의 역할은 일

반적으로 질환이나 질병 경험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소

통, 위험한 의사소통, 윤리, 위해사건에 대한 반응 등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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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위험, 오류, 환자 위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학생들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효과적인 환

자안전 교수자들은 문제 해결, 환자안전의 진보와 같은 이 분야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실

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학생들을 무장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대부분 환자 케어 사

건들의 성공에 관해 학생들이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안전은 더 나은 케어에 관한 것이다.

도구 및 관련 자료

•   ‘Teaching on the run’ 자료는 호주의 임상의사들이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일하는 

교수자에게 다양한 요구가 있는 근무지에서의 보건의료인 교육에 관한 것이다(http://www.meddent.uwa.

edu.au/teaching/on-the-run/tips; accessed 1 July 2016).

•   National Center for Patient Safety of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ttp://www.patientsafety.

va.gov/; accessed 1 July 2016).

•   Cantillon P, Hutchinson L, Wood D, eds. ABC of learning and teaching in medicine, 2nd ed.London, 

British Medical Journal Publishing Group, 2010.

• Sandars J, Cook G, eds. ABC of patient safe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2007.

•   Runciman B, Merry A, Walton M. Safety and ethics in health care: a guide to getting it right, 1st ed.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t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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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안전 이해를 돕는 활동

서 론

보건의료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롭게 배운 지식과 기술들을 환자 케어에 적용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익숙하다. 환자안전의 경우, 단순히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1). 따라서 교

육전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장의 목적은 환자안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보건의료 영역의 교육에 활용되는 다양한 교수 전략과 동일하다. 교육자의 과제는 환자안전 요

소들이 기존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통합될 수 있다면, 환자안전 주제가 

보건의료 교육의 총체적 접근의 일부가 아니라 추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 원리는 효과적인 교수전략의 원리와 같으며,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과정에 참여시켜 ‘적극적인 학습’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학습이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2).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지 말라.

Lowman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교수전략을 설명하였다(3).

•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는, 현실 세계와 관련 있는 정보를 사용하라. 

• 드라마틱하거나 자극적인 자료를 보여주라.

• 학습자들에게 보상을 주라.

• 가능한 한 많은 주제들을 테마와 함께 묶으라. 

• 사전 테스트, 개념지도, 배경 정보 통합을 통해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켜라.

• 때때로 더욱 어려운 과제들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을 도전하게 만들라.

• 당신이 향상시키기 원하는 행위들을 보여주라.

강 의

교수자들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주제를 제시한다(4). 전통적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환경에서 강의를 하였으

나,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팟캐스트(pod cast)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란,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   목적(aims) – 강의와 관련한 총체적인 테마를 가리키는 것. 예를 들면, 이번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환자안전 주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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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objectives) – 해당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어야 하며, 강의가 끝나면 성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보건의료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위해의 정도를 강조

한 3가지 주요 연구를 나열할 수 있다.

강의는 집중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약 45분 정도는 지속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강의에 너무 많은 자료

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최대 4~5가지 정도의 요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적 요소(서론, 본론, 결론)로 종종 구성된다. 

•   서론 또는 도입은 강사가 왜 해당 주제가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수업의 세부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강의의 초반부이다.

• 본론은 강의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 결론에서는 세부목표와 프레젠테이션의 요점을 다시 언급해야 한다.

강점:

• 한 번에 많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가르치고, 이론적 개념을 소개하는 데 유

용하다.

• 최신 정보와 교재나 신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어려운 개념들과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약점:

• 많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

• 고학년 학생들이거나 경력이 적은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경험적인 기술을 선호한다.

• 프레젠테이션 기술 

•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에 일부 의존한다.

• 콘텐츠(보건의료의 위해)에 실망할 수 있다. 

예시:

• 주제 1: 환자안전이란?

•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근무지와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학습

병동 회진, 클리닉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교육, 또는 침상/의자 옆에서 교육하는 수업이다. 

강점:

•	   병동, 클리닉, 벤치나 의자 곁에서 하는 교육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은 물론이고, 과거력 청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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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기술을 관찰할 이상적인 기회이다. 또한, 교수자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실무에 대한 역

할 모델이 될 수 있다.

• 근무환경의 어디에서나 환자안전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 

•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 실제이므로 관련성이 아주 높다.

• 흥미롭고 종종 도전이 된다.

약점:

• 근무 압박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

• 환자안전 주제를 침상 옆 교육으로 통합시킬 방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 기회주의적이다. 즉, 균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준비가 불가능하다. 

예시:

• 주제 9: 감염 예방과 관리(근무지에서 손위생 관련 이슈)

• 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환자확인 과정을 포함)

도구 및 관련 자료

•   ‘Teaching on the run’ 자료는 임상의사들이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일하는 교수자에

게 다양한 요구가 있는 근무지에서의 보건의료인 교육에 관한 것이다(http://www.meddent.uwa.edu.au/

teaching/onthe- run/tips; accessed 1 July 2016).

소그룹 활동 - 다른 사람들과의 학습

소그룹 활동은 보통 강사와 함께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학습하는 것으로 환자도 참여한다. 주요한 특

성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작업과 같이 학생들

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책임을 가지도록 부담을 준다. 

강점:

• 자신의 이야기 공유하기

• 환자의 이야기 경청하기

• 동료로부터 배우기

•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 팀워크 및 의사소통 기술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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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 그룹 역동성 

• 교육 시간 면에서 자원의 영향

• 강사의 전문성

예시:

•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인적

요인 고려하기)

• 주제 4: 효과적인 팀원되기(근무지 또는 임상 환경에서의 팀워크)

도구 및 관련 자료

•   Learning to use patient stories. NHS Evidence - innovation and improvement (http://www.library.nhs.uk/

improvement/viewResource.aspx?resID=384118;accessed 4 January 2011).

•   Beyea SC, Killen A, Knox GE. Learning from stories–a pathway to patient safety.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Journal, 2004, 79, 224-226.

이 교육과정 지침은

•   보건의료조직과 그 팀들이 일련의 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환자들이 받는 케어의 안전과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 환자 이야기의 수집과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 사회의 모든 구성원(환자, 보호자, 후견인, 직원들)으로부터 효과적인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보건의료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사례 토의

사례 토의는 주로 한 그룹의 학생들이 강사와 함께 임상 사례를 토론하는 것이다.

강점:

• 환자안전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례나 만들어진 사례를 사용할 수 있다.

• 맥락화(contextualized)는 개념들을 현실적이고 연관성 있게 만든다.

• 근무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배운다. 

• 추상적 개념들을 현실 상황과 연결할 수 있다. 

약점:

•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시키는 현실적 사례를 선택/개발하기

• 사고를 북돋으며 사려 깊은 학습을 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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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및 관련 자료

• Incident analyses from parent hospital, clinics or workplace.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weekly morbidity and mortality cases (http://webmm.ahrq.

gov/; accessed 1 January 2016)

게임

게임은 재미있고 컴퓨터 게임에서 상황 역할극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강점:

• 재미있다. 즐겁다.

• 도전적이다.

• 팀워크, 의사소통을 설명할 수 있다.

약점:

• 게임을 근무지와 연관시키기

• 게임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하기

도구 및 관련 자료

• http://www.businessballs.com/teambuildinggames.htm; accessed 1 July 2016.

자가 학습(independent study)

학생들이 하는 과제, 에세이와 같은 학습을 뜻한다.

강점:

•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

• 학생은 자신에게 부족한 지식에 집중할 수 있다.

• 반성의 기회가 된다.

• 비용이 적게 들며, 시간 조정이 쉽다.

• 학습자에게 유연하다.

약점:

• 동기부여

• 다양한 조언이 부족하다. 

• 관심을 덜 끌 수 있다. 

• 교수자가 학습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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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병원, 클리닉, 개인상담실, 약국)를 사용하는 환자와 함께하기: 환자 추적

학생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병원에서 개별 환자를 따라다닌다. 이 훈련에는 학생들이 환자가 

받는 모든 검사와 시술에 함께한다.

강점:

• 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해 학습할 기회가 된다. 

• 환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

• 다른 보건의료 영역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게 된다.

약점:

• 일정 조율(timetabling)

•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의 어려움

• 학생들이 배운 것을 공유하고, 동급생의 피드백을 받고, 평가받는 기회가 적다. 

  

역할극

학생들이 특정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해보는 잘 알려진 교육방법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유

형이 있다.

•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게 즉흥적인 대화와 행동을 한다. 

• 학생들은 사례연구의 역할과 대화를 ‘연기한다’.

강점:

• 비용이 적게 든다.

• 훈련이 적어도 된다.

•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가정의(what if)’ 시나리오를 시도해 볼 수 있다. 

•   경험적이다. 즉, 학습자에게 환자안전 상황에서 환자, 가족, 보건의료 실무자, 관리자의 역할을 소개하

고, 그 역할에 민감하게 만든다.

• 학습자가 고년차 역할이나 환자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

•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

•   환자안전 오류 예방에서 전문직 간의 팀워크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에 이상적인 방법

이다.

약점:

• 시나리오나 대본을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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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결정 및 갈등을 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상황을 개발하는 것 

• 시간이 많이 든다.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일부는 수동적인 관중일 수 있다). 

• 학생들이 주제에서 벗어나고 역할극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도구 및 관련 자료

•   Kirkegaard M, Fish J. Doc-U-drama: using drama to teach about patient safety. Family Medicine, 2004, 

36:628-630.

 

시뮬레이션

보건의료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서 환자를 연관된 위험에 노출시키

지 않고 임상 경험의 일부나 전부를 재현하는 몰입 활동’으로 정의된다(5). 미래에는 환자에게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사항이 늘어나므로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훈련 방법이 증가할 것이다(6).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스크린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터

• 단순한 물리적 조작이 가능한 저성능 모델(low-tech models), 또는 마네킹 

• 표준화 환자(환자 연기자)

•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내장한 ‘현실적인’ 전신 환자 마네킹 

• 가상현실 장치

강점:

• 환자에게 위험하지 않다.

• 빠른 반응을 필요로 하는, 드물지만 위중한 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   참여자들이 자신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오류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에 이르는 것

이 허용된다(현실에서는 더 유능한 임상의사가 개입해야만 한다).

• 동일한 시나리오가 다른 임상의사나 팀에게 제공될 수 있다.

• 상황의 근본 원인이 알려져 있다.

•   임상의사가 마네킹 기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제 장비

를 사용해 볼 수 있다.

•   실제 임상환경을 모두 재현하여 다른 임상 직원들과의 대인간 상호작용을 완전히 분석하게 하고, 팀워

크, 리더십, 의사소통 훈련을 제공한다. 

•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를 통해 자세한 기록과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의 기록

도 할 수 있다. 환자 기밀성과 관련한 문제가 없으므로 연구, 수행 평가, 인증을 위해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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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 일부 기기는 매우 비싸다.

• 교육을 위해 훈련 장치의 일부를 유지하는 데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향상 프로젝트(Improvement projects)

질 향상은 더 나은 개선을 위해 계획, 전략 실행, 전략의 효과평가 및 반영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말한

다. 향상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PDSA 사이클(계획, 수행, 학습, 실행)로 설명된다(8).

• 계획(plan) –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인지된 능력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말한다. 

• 수행(do) – 변화를 수행한다.

• 학습(study) – 변화의 결과를 분석한다.

• 실행(act) – 향상 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한다.

PDSA 사이클 접근법은 보건의료인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전략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단 전략들이 실행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를 촉진한다. 그러므로 PDSA 사이클은 환자안

전에 대한 이상적인 다학제적 팀 접근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병동이나 클리닉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유용

한 전략 방법일 수 있다. 본래, 대부분의 질 향상 프로젝트들은 내재적으로 환자안전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강점:

• 동기 부여

• 역량 강화

• 변화 관리에 대해 배운다.

• 능동적으로 되는 것을 배운다.

•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운다.

약점:

• 추진력과 의욕을 유지하기 힘들다.

• 시간을 들여서 전념해야 한다.

예시:

임상 환경에서 손위생 관련 이슈

도구 및 관련 자료

•   Bingham JW. Using a healthcare matrix to assess patient care in terms of aims for improvement and core 

competencies. Joint Commission Journal on Quality and Patient Safety, 2005, 31:98–105.

•   US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mortality and morbidity web site (http://webmm.ahrq.

gov/;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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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자안전 사정 방법 

사정의 목적

사정(assessment)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사정 절차의 내용과 형식은 학생들의 학

습 행위와 학습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정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와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습성과 목표의 완료를 뜻하므로 중요하다. 사정은 의미가 있어야 하며, 교수들과 교육과정 기획자 및 인증

기관, 기준 심의회, 학생들의 미래의 고용주와 같은 외부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Newble과 Cannon (1)은 사정의 목적으로 명료성을 강조하며, 사정 목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볼

드체가 환자안전 학습의 핵심이다.

•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의 숙련도 판단하기

• 학생들의 순위 정하기

• 시간이 지남에 따른 향상도 측정하기

• 학생들의 문제점 진단하기

•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하기

• 수업과정의 효과성 평가하기

•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동기부여하기

• 표준 설정하기

• 공공을 위한 질 관리

환자안전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활동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평가도구 설계보다 실제로 학생들이 과업

을 수행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종종 더 어렵다.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아직 환자안전에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정의 초점은 학생들이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다. 환자안전 영역의 실패가 심각하게 의도적으로 위험스러운 경우가 아닌 이상, 학생들이 그 수업 과정을 지

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안전은 학생들이 혼자 학습하도록 하는 영역이 아니다. 환자안전은 올바른 팀

과 함께 일하기, 실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보건의료서비스 실습하기, 조직과 관리 영역에서 환자안전 사

업 적극 지원하기와 같은 복합적 요소들에 달려 있다. 초보자로서 학생들은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를 기대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역할 모델과 멘토를 만나고 잘 기능하는 팀과 일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도 안전한 환자 케어를 방해하는 많은 환경적 요소들을 더욱 알아채고,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환자

안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환자안전 사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

과 환자안전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정 과정에 이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정 과정에 학생 참여시키기

교육기관이 직면하는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근무지에서 환자안전을 가르칠 적절한 임상강사 또는 보건의

료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 주도의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다. 그러나 학생들이 환자안전 업무를 실습하도록 하는 주목적은 수행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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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시드니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마지막 2년 과정 동안 배치된 실습병원에서 환자

안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기초지식이 필요할 때 바로 학습할 수 있게 고안된 웹 기반의 교육

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WHO 주제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제와 연관된 실습을 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바로 관련 주제를 읽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 장 분량의 템플릿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특정 

활동에 따른 질문에 답을 한다. 학생들은 한 시기가 끝나거나 학기 말이 되면 임상강사와 그들이 경험한 것과 

본 것을 토론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만난다. 임상강사나 감독자들은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의무적인 형

성평가를 완수했는지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다음은 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주제 3에 관한 예

시로 요구되는 활동 목록과 사정 요구사항을 나타낸다(그림 A.9.1).

그림 A.9.1.    주제 3의 내용: 호주, 시드니 대학교

 그림 A.9.2는 학생들이 병원과 클리닉 실습 동안 환자를 관찰하며,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템플릿이다.

그림 A.9.2.    주제 3의 학생보고서 형식의 예시: 호주, 시드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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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안전, 침습적 절차와 같은 활동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관찰할 보건의료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

면, 투약 조정(reconciliation), 약국에서 약품 준비, 약사와 함께 병동 순회, 수술 전에 타임아웃(time-out) 

과정 관찰 등이 해당된다. 학생들을 관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생들의 과업 달성 유무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부록 1]에 학생 사정을 위한 많은 예시가 있다.

학생주도 활동의 강점 중 하나는 근무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학생들이 직원에게 특정 

활동에 관찰이나 참여가 가능한지와 그 이유를 물으면, 직원들은 환자안전 프로그램에 관해 토론을 하게 된

다. 많은 환자안전 주제들이 학생주도 활동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사정에서 측정방법의 역할

신뢰할 만한 사정의 척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가 있다: 타당성(사정 방법이 타당한가?), 신뢰성(사

정이 항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가?), 현실성(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가?), 학습에 긍정적 효과 

(학습자의 관점에서 작동하는가?) (1)

다음은 사정에서 측정방법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자료이다.

•   Brown S, Glasner A, eds. Assessment matters in higher education: choosing and using diverse approaches. 

Buckingham,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and Open University Press,1999.

•   Miller A, Imrie B, Cox K. Student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a handbook for assessing performance. 

London, Kogan Page Ltd, 1998.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s) 

형성평가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환자안전 학습은 형성평가에 적

합하다. 다양한 범위의 환자안전 활동들이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내에서 다뤄질 수 있다. 자기평가

(self-assessment)란, 학생 스스로가 학습요구를 평가하고, 그 필요에 맞는 학습활동을 선택하는 학생의 능

력이다(학생들이 정확하게 자기평가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많은 근거들이 있으므로 외부 평가에 초점을 

더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형성평가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 유형의 평가 목적은 학

생들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의 취약

한 점과 약점들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징계적 접근은 이와 반대로 작용하므로 지식과 기술

의 실제 수준을 숨기게 만든다. 또한, 관찰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안전

하지 않은 케어나 실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가 그렇다.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통과해야 하거나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완수해야 하는 특정 시점에 시행하

는 모든 평가적 요소들을 총괄적 평가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종료평가(end-of-course examinations)와 

중간평가(in-course assessments)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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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대학에서의 상기 사례는 의무적인 총괄평가의 예이다. 학생들은 이 활동들을 끝낸 후에 면대

면 토의나 관찰을 통해서 평가된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총괄평가의 과제를 완수한다. 이 평가들은 전형적

으로 8주 단위, 학기말, 학년말,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이 장의 대부분은 종료 후 시험에서 필

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중간 총괄평가(In-course summative assessment)

환자안전 교육과정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 평가들이 있다. 많은 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들

에서 이런 요소들을 기존의 포트폴리오 또는 ‘성과 기록(record of achievement)’과 통합할 수 있다.

환자안전 실무에서 ‘최선의 사정’의 특성

 다음의 사정 원리들을 환자안전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   새로 졸업한 보건의료인이 안전한 환자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최종 학습성과를 충족시키는 의도된 방향으

로 학습을 이끈다. 

• 과정 전반에 걸쳐 교정과 상담을 위한 정기적인 기회를 두어 강력한 형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학문 기반이 아니라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해야 한다.

•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 역량과 전문가적 행동에 관한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 기초과학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구보건학을 통합한다.

• 단계적이며, 이전 단계의 교육자료 일부가 차후의 시험들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질 보장 표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

• 개발 과정에서 학생, 직원과 함께하여 공정성을 얻어야 한다.

•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실무를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교수진과 학생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정의하기 

시험칠 역량의 범위 정의하기(청사진)

모든 국가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학습해야 하는 수업자료의 양을 염려하며, 어떤 것을 사정할지 모른다

는 사실에 불안해 한다. 교수진은 평가할 역량(또는 지식)의 범위를 기술해야 하며, 그 역량은 보통 교육과정

의 학습결과로부터 직접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계획한 사정에 보건의료 전문 학위과정의 학위 이수 전까지 

역량의 범위를 적절하게 추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역량들은 학생들의 지식 구축 정도와 실무영역으로 통합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표 A.9.1은 다양한 환자안전 요소들이 보건의료 전문 4년 학위과정에 걸쳐 종료평가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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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9.1.   환자안전 교육과정 구성의 종료 평가를 보여주는 청사진

사정 가능한 학습 결과
전형적인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 모듈이 처음 사정되는 시기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환자안전이란? X

보건의료 시스템 X

의사소통 X

안전한 환자 케어

환자의 참여

팀워크

X

X

X

질 향상

보건의료 오류

약물 안전 향상

X

X

X

적절한 사정방법 선택하기

환자안전에서 사정은 합의된 학습성과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사정 형식이 요구

되는 모든 것을 사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정방법들의 범위를 알고, 각 사정도구의 강점과 약점

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정의 목적이 사정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

위해사건을 보고하는 지식의 사정’인 경우 변형된 논술형 문항(modified essay question)과 선다형 문항

(multiple choice question)이 적절하다. 

질-향상 기법들은 학생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사정에는 가장 적합한 형식의 사정방법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많은 기본 개념들이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Miller의 평가체계 피라미드

인데, 학생들의 성과를 4단계로 구성하고 있다(그림 A.9.3을 보라).

• 아는 것(knows)

•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knows how)

•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shows how)

• 실제 하는 것(does)

그림 A.9.3.    Miller’의 피라미드

출처: Miller GE. The assessment of clinical skills/competence/performance. Academic Medicine, 19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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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shows how)’은 학생들의 전문지식 수준에 적합한 특정 역

량과 연관이 있다. 이는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과 같은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그림 A.9.3을 

보라. 예를 들어, ‘아는 것(knows)’은 객관식 문항(MCQs)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필기형(Written)

• 논술형(essay)

• 선다형 문항(1-4 or 5)

• 확장 연결형 문항(Extended matching question, EMQ) 

• 구조화된 단답형 문항

• 변형된 논술형 문항(Modified Essay Questions, MEQ)

• 확장된 서술형 과제(예, 프로젝트 보고서, 포스터)

• 포트폴리오 또는 실습일지

실습 평가

• 멀티스테이션 시험

• 직접 수행 관찰(예, 사례 관찰, Mini-CEX)

• 360도 또는 다면 피드백(Multisource feedback, MSF)

• 구조화된 보고서(예, 실습일지 첨부) 

• 구두 발표(예, 프로젝트, 사례 기반 토의)

• 자기평가

• 구조화된 구술 시험

필답형

논술형

전통적 논술형을 일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

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학습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논술형 형태를 출제하고 싶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매우 오

래 걸리며 주관적이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정방법이다. 성공적인 논술 문항 채점의 핵심은 학생들

에게 돌려주는 피드백의 질에 있다. 출제한 문제에 대한 학생의 답에 아무런 언급 없이 점수만 주는 것은 

출제 의도가 궁금한 학생들의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 일부 주제들은 논술형 형식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

지만, 교수가 양질의 피드백을 줄 수 없다면 이 사정방법은 피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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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문항(Multiple choice question)/확장 연결형 문항(Extended matching question)

선다형 문항과 확장 연결형 문항은 교육과정에서 많은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평가방법이다. 

기계로 채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점수를 제공한다. 가장 큰 약점은 환자안전

에 관한 지식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은 학생들이 우수한 팀의 특징을 알

고 있는지는 평가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 확장 연

결형 문항은 선다형 문항에서 답을 임의로 추측하여 선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선다형 문

항의 예는 [부록 2]를 참고하라.

변형된 논술형 문항(Modified Essay Questions)/핵심요소시험(key feature)

변형된 논술형 문항 또는 핵심요소시험 형식은 5-10분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적절한 시나리오

에 대해 답안을 짧게 쓰는 것을 장려한다. 평가자에게 모범답안과 채점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화를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선택하여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여러 변형된 논술형 문항

(MEQs)을 포함한 논술형(essay)을 제시할 수 있다. 간호학의 예로 [부록 2]를 참고하라.

포트폴리오/실습 일지

핵심 학습성과와 쉽게 연결되는 다양한 사정방법들은 실습 일지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의 성과기록

(record of achievement), 학습계획에 따른 연차 평가보고서까지 다양하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활용은 위중

한 사건(critical incident)에서 유용하다. 학생들이 관찰한 환자안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구조화된 방법으

로 깊이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적합한 임상강사가 학생들이 넘겨준 포트폴리오나 실습 일지를 채점한다.

임상의/실무에서 

한 명 이상의 관찰자가 있는 것이 역량 사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근거들

이 있다. 환자안전에 관한 고려가 채점 루브릭과 평가자 교육에 통합되고, 보건의료 교육기관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평가 피드백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주제가 별도로 분리되어 평가된다면, 학

생들이 통합된 안전한 환자 케어가 아닌 과외의 어떤 것으로서 환자안전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은 표준화 환자 또는 임상강사/교수에 의해 평가되며, 짧은 가상의 임상 사례들의 

순환으로 구성된다. 환자안전은 각 가상 시나리오의 체크리스트에서 최소 하나의 문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한 사례 전체가 환자안전 사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은 표준화 환자와 위해

사건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84          파트 A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학생들이 치료 기록, 검사 결과, 엑스레이를 봐야 하는 사례와 같이 때때로 시험관이 학생들을 더 이상 관

찰할 필요가 없는 정체된 상황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처방 오류를 가상화하여 학생이 반응을 기록할 수 있

다. [부록 2]의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 예제를 참고하라.

다면 피드백(Multisource feedback, MSF)

다면 피드백은 학습환경에 있는 학생에 관해 여러 의료기관 종사자와 동료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

여 분석하는 것이다. 환자안전 케어와 좋은 의사소통에 관한 체크리스트 항목은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간이 임상평가활동(Mini-clinical evaluation exercise, Mini-CEX)

간이 임상평가활동은 감독자 또는 교수가 학생이 과거력 수집, 건강사정 및 실제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과

정을 관찰하고, 그 학생을 평가 영역에 비추어 채점하는 것이다. 몇 번의 시험결과를 합한 총점으로 학생의 

역량 정도를 결정한다. 한 번 더 강조하면, 평가 항목에 환자안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이 임상평가활동은 평가자가 잘 준비되어야 하고, 교수/감독자 훈련 과정에 환자안전에 관한 참고자료을 포

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실습 평가 종료/종합적 평가 척도(global rating scales)

이 사정은 학생의 발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임상강사 또는 감

독자가 개인의 지식이나 다른 동료들과 협의한 후에 완료된다. 환자안전 기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례 기반 토의(CBD)

사례 기반 토의는 임상강사/지도자가 관심을 갖는 전문적/임상적인 추론과 의사결정 사례를 구조화시킨 토

론을 말한다. 학생들이 관여했던 실제 사례들을 활용한다. 실제 사례와 관련된 환자안전 문제를 이해하고 있

는지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방법이다.

기대하는 학습성과와 사정방법 매칭하기

사정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사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에는 학습성

과가 있을 것이며, 어떤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일 것이다. 표 A.9.2에서 환자안전의 학습성과 목록들은 적절한 

사정방법과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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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9.2.   환자안전의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최종 학습성과와 사정방법 견본

역량 평가방법

안전한 환자 케어: 시스템

보건의료 환경, 전문가, 환자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Essay

환자와 함께 병원을 돌아다니며 받은 서비스에 관해 

소그룹 토의를 하고, 학생들에 대해 형성평가로 승인

한다.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기전을 인식한다.

예: 체크리스트, 임상 경로(clinical pathways)

타임아웃이나 기타 활동들에 참여한 학생들에 관해 

임상강사나 감독자가 형성평가로 확인하고, 승인한다.

안전한 환자 케어: 위험과 예방 MCQ/MEQ

근무지에서 오류와 위험의 주요 원인을 안다. Essay/MEQ

개인의 한계가 어떻게 위험에 기여하는지 이해한다.  Viva/Portfolio

잠재적 위험을 규명하고 환자와 직원에게 보고함으로써 근무지에서 

위험 인식을 제고한다. Portfolio

안전한 환자 케어: 위해사건과 근접오류

오류와 시스템 실패로 인한 위해(harm)를 이해한다. Essay/MEQ

병원의 사건보고 시스템에 따른 위해사건 보고의 원칙들을 알고 있다. MEQ

위해사건과 근접오류 관리의 원칙들을 이해한다.  MEQ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들을 이해한다.  MCQ

‘신고대상 질병’을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MCQ

질병 비상 발생시 관리 원칙을 이해한다.   MEQ

안전한 환자 케어: 감염 관리

항생제/항바이러스 약물의 신중한 선택을 이해한다. MCQ

올바른 손위생과 무균술을 수행한다.  OSCE

언제나 환자 사이의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OSCE

방사선 검사와 시술에서 노출과 관련된 위험을 알고 있다. MCQ/MEQ

방사선 검사와 시술들을 적절하게 처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MEQ

안전한 환자 케어: 약물 안전 향상

처방과 투여 오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약물들을 알고 있다. MCQ

약물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OSCE

현지의 요구사항에 따른 투약 오류/근접오류 보고 절차를 알고 

있다. Portfolio

의사소통

환자 상호작용: 맥락

의사소통에서 환경의 영향을 이해한다.

예: 개인정보보호, 위치  MEQ

좋은 의사소통법을 사용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관계에서의 역할

을 안다.  OSCE

어렵거나 취약한 환자들을 다루는 전략을 개발한다.  O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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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평가방법

환자 상호작용: 존중

다른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보임으로써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환자를 치료한다. OSCE/mini-CEX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환자에게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을 존중한다. OSCE/mini-CEX

환자 상호작용: 정보 제공하기

좋은 의사소통의 원칙들을 이해한다. OSCE/mini-CEX/MSF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OSCE

환자들을 그들의 케어에 관한 논의에 참여시킨다. Portfolio

환자 상호작용: 가족이나 보호자와 면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족 역동의 영향을 이해한다. Portfolio

해당 가족/보호자가 회의 및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Portfolio

환자 건강관리에 가족의 역할을 존중한다.  MEQ/portfolio

환자 상호작용: 나쁜 소식 전하기

상실과 사별을 이해한다.  MEQ

환자와 보호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 참여한다. OSCE

공감과 측은한 마음을 보인다.  OSCE

환자 상호작용: 진실 말하기

진실 말하기의 원칙들을 이해한다.  MEQ

위해사건 발생 후에 환자들이 지원받고, 케어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OSCE

위해사건 발생 후 환자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  OSCE

환자 상호작용: 불평

불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이해한다.  MEQ/portfolio

현지의 절차대로 적절하게 대응한다.   OSCE

불평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들을 도입한다.  OSCE

도구 및 기타 자료

•   Newble M et al. Guidelines for assessing clinical competence.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1994, 

6:213-220.

•   Roberts C et al. Assuring the quality of high stakes undergraduate assessments of clinical competence. 

Medical Teacher, 2006, 28:535-543.

•   Walton M et al. Developing a 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for Australia. Quality and Safety 

in Health Care 2006 15:437-42.

•   Van Der Vleuten CP. The assessment of professional competence: developments,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Advances in Health Science Education, 1996, 1: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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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반 토의

•   Southgate L et al. The General Medical Council’s performance procedures: peer review of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Medical Education, 2001, 35 (Suppl. 1):S9-S19.

•   Miller GE. The assessment of clinical skills/competence/performance. Academic Medicine, 1990, 65 

(Suppl.):S63-S67.

간이 임상평가활동(Mini clinical evaluation exercise)

• Norcini J. The mini clinical evaluation exercise (mini-CEX). The Clinical Teacher, 2005, 2:25-30.

•    Norcini J. The mini-CEX: a method for assessing clinical skill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3, 

138:476-481.

다면 피드백(Multisource feedback)

•   Archer J, Norcini J, Davies H. Use of SPRAT for peer review of paediatricians in training. British Medical 

Journal, 2005, 330:1251-1253. 

•   Violato C, Lockyer J, Fidler H. Multisource feedback: a method of assessing surgical practice. British 

Medical Journal, 2003, 326:546-548.

선다형 문항(Multiple choice questions)

•   Case SM, Swanson DB. Constructing written test questions for the basic and clinical sciences. Philadelphia,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2001.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   Newble DI. Techniques for measuring clinical competen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 

Medical Education, 2004, 35:199-203.

포트폴리오

•   Wilkinson T et al. The use of portfolios for assessment of the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doctors in 

practice. Medical Education, 2002, 36:91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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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자안전 교육과정 평가방법 

서 론

이 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평가의 일반 원칙들을 요약했다. 이 문서의 출간 후에, WHO는 이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도구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무슨 옷을 입으며, 봤던 영화가 어떠했는지와 같이 매일 평가에 관여하

고 있다.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당신의 소속 기관이나 병원/강의실에서 환자안전 교육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에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 환자안전 교육 후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을 조사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처럼 단순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전체 교육과정을 교수진 수

준의 관점으로 재검토하는 것처럼 복잡할 수 있다. 이것은 설문조사와 학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교육시간 관찰, 기타 평가방법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평가는 3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 평가계획 개발

• 정보 수집과 분석

• 실행을 위해 해당 이해당사자에게 평가결과 전파

교육과정 평가와 학생사정은 어떻게 다른가?

일부 국가에서는 사정(assessment)과 평가(evaluation)가 혼용되므로 사정과 평가에 대한 정보가 혼돈될 

수 있다. 사정과 평가의 차이점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정은 학생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인 반면, 평

가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는 방법이다. 사정에서는 데이터를 한 개의 자료

(학생)에서 수집하지만, 평가에서는 다양한 자료(학생, 환자, 교수, 여러 이해당사자)에서 수집할 수 있다.

사정 = 학생의 성과

평가 = 수업 / 프로그램의 질, 교육의 질 

1단계: 평가계획 개발하기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계획을 개발하는 데에 근본적인 첫 단계는 평가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다. 일회성 환자안전 수업인가? 

전체 교육과정인가? 실행을 위한 교수진의 역량을 측정하고 있는가? 교수의 성과/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평가 대상은 정책, 프로그램, 산출물이거나 개인이 될 수 있으며(1), 이 모든 것이 교육평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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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해당사자들인가?

환자안전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일차 청중(primary audience)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신의 평가에서 답을 원하는 질문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차 청중은 대학, 관련 

교수진, 병원 행정가, 교수, 학생, 또는 환자/국민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환자안전 교육의 서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일차적인 이해당사자일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차 청중/이해당사자를 정의한 다음의 단계는 당신이 평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다. 어떤 질문들에 대해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환자안전 교육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표 A.10.1은 주요 이해당사자에 따라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의 종류를 예시로 보여준다. 

표 A.10.1.    이해당사자 질문의 예시

이해당사자 평가를 위해 가능한 질문들

병원 행정가/임상 직원
환자안전을 보건의료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위해사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

는가?

대학 교수진 소속 기관에서 어떻게 환자안전 교육과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개별 교육자

나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환자안전에 대한 학습에 몰두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환자안전 원칙을 현장 실습에 적용하고 있는가?

어떤 평가유형이 가장 적합한가?

교육평가 유형 또는 평가 형태를 사전대비적(proactive), 설명적(clarificative), 상호작용적(interactive), 모

니터링(monitoring), 영향(impact)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평가양식은 주요 평가의 목적, 프로그램/교육과정 

시행의 현 단계, 당신이 묻고자 하는 질문들의 종류들, 그리고 요구되는 핵심 접근법 측면에 따라 다르다. 표 

A.10.2는 평가 유형에 관한 요약자료를 제시한다.

표 A.10.2.    평가 유형

평가목적
사전대비적
(proactive)

설명적
(clarificative)

상호작용적
(interactive)

모니터링
(monitoring)

영향
(impact)

방향 통합 명확화 명확화
타당성 타당성

미세 조정 적합성

주요 초점 교육과정 내용 모든 요소 모든 요소 
전달 전달

결과 결과

프로그램/교육 

과정의 실행상태

해당 없음 

(미시행 단계) 
개발 단계 개발 단계

착수 착수

시행됨 시행됨

적절한 실행시기 전 중 중 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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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사전대비적
(proactive)

설명적
(clarificative)

상호작용적
(interactive)

모니터링
(monitoring)

영향
(impact)

핵심 접근법 요구사정

문헌고찰

평가사정

(evaluation 
assessment)

논리 개발(logic 
development)

인증
(accreditation)

반응성

(responsiveness)

구성요소 분석 
(component 
analysis)

개발된 성과 평가

시스템 분석

목적기반

요구기반

탈목표평가 
(goal-free)

과정결과

현실주의적

성과 감사(perfo-
rmance audit)

현장연구(action 
research)

개발적
(developmental)

임파워먼트

질 검토 
(quality review)

근거 수집 문서 검토, 데이터 
기반

현장 방문  
포커스 그룹들,  
명목적 그룹 기법

요구 사정을 위한 
델파이 기법

문서 분석,  
인터뷰, 관찰의  
조합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시행을 포함한  
결과

현장 관찰 시스템 접근은  
정보 시스템  
관리의 활용 
가능성을  
필요로 함

지표의 활용

성과 정보의 의미 
있는 사용

선험적 연구설계
(pre-ordinate 
research design)

가능한 경우 실험
군과 대조군 설계

관찰 연구

실험과 여러 양적 
데이터

탐색적 방법과  
질적 근거를 이용
하여 모든 성과들을 
결정함

설문지

인터뷰

포커스 그룹

데이터 구조의  
정도는 접근법에 
따라 다름

제공자(교수들)와 
프로그램 참여자 
(학생들)를 포함할 
수 있음

질문 종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는가?

프로그램이 해결
할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최선의 수행
으로 인정되는가?

의도된 결과는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는가?

프로그램이 그럴듯
한가?

의도된 결과를 최대
화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수정되
어야 하는가?

프로그램이 그럴듯
한가?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들이 영향평
가를 위해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가
능하게 하는가?

프로그램이 달성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표적
집단에게 도달하
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어왔나?

진술된 목표들을 
달성하였나?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학생, 교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가 달성  
되었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실행이 진술된 목
적과 기준을 충족
시키고 있는가?

전달이 잘 되고 
있는가? 실행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달은 프로그램 
계획과 일관성이 
있는가?

전달을 더 효과적
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변화시켜
야 하는가?

조직을 더 효과적
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1개월 전/6개월 
전/1년 전에 비해 
지금의 실행이 어
떠한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만들려면 어떤 
미세한 조정이 필
요한가?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관심이 필
요한 어떤 프로그
램 현장이 있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실행의 차이가  
프로그램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프로그램의 일부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보다 더 
효과적인가?

프로그램이 비용-
효과적이었는가?

출처: Adapted from Owen J. Program evaluation: forms and approaches,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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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정보 수집 및 분석

수 집

환자안전 교육과정의 평가 혹은 어떤 다른 평가 목적에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와 수집 방법들은 많

이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떠한 항목을 사용하느냐는 당신의 평가 목적, 형식, 범위, 규모에 달려 있다. 

잠재적인 데이터 출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학생(전향적, 현재의, 과거의, 내향적)

• 자기 자신(반성적 고찰에 관여하는)

• 동료(교수 파트너, 임상강사, 외부교수)

• 학문적/교육적 설계 전문가

• 전문적 개발진

• 졸업생과 고용주(예, 병원)

• 문서 및 기록(예, 교육 자료, 학생평가 기록)

위에 열거된 출처들에서 자기 반성(self-reflection), 설문지, 포커스 그룹, 개인 인터뷰, 관찰, 그리고 문서/

기록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자기 반성(self-reflection)

자기 반성은 모든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활동이고,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교육 경험(이 경우에는 환자안전 교육) 또는 다른 사람들이 준 피드백을 기록한다.

• 자신이 느낀 것을 기술하고,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 당황했다면 그 이유를 묘사한다.

• 가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평가해본다. 

    - 그것들은 좋은 가정이었나? 왜인지 혹은 왜 아닌지?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는 활동에 더욱 

전념하도록 도울 수 있다.

설문지

설문지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사람들의 지식, 믿음, 태도, 그리고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신이 연구와 평가결과 출판에 관심이 있다면 이전에 입증되고 출판되었던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시간과 자원 모두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당신의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구가 존재하는지를 찾기 위해 문헌을 검

색하는 것이 첫 단계로서 항상 유용하다.

그러나 대체로 교수/교수진/교육기관들은 개별적 사용을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을 선택한다.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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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또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될 수 있고, 체크 박스 범주, 평가 척도, 혹은 자유 기술과 같은 다양한 양

식이 있다. 좋은 설문조사 설계가 질 높은 데이터 수집에 반드시 필요한데, 문항을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과 

적절한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문헌들이 많다.

당신은 환자안전 교육 또는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기 전에 제공된 참고문헌과 자료 중 하

나를 참고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포커스 그룹

포커스 그룹은 학생과 임상강사의 관점을 이끌어내는 탐색 방법과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포커스 그룹들은 

종종 설문지보다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변화의 경험과 태도에 관한 더 유연하고 상호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포커스 그룹은 설문지와 함께 사용하거나 데이터 확인과 다각화(triangulating) 수단

으로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포커스 그룹의 구조와 전달 형식은 일상적 대화와 같

은 유연함에서 엄격하고 형식이 갖춰져 있는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분석할 

수준에 따라 당신은 메모하거나 메모를 대신하여 녹음하거나 비디오 녹화를 할 수도 있다. 

개인 인터뷰

개인 인터뷰는 잠재적 교육과정 변화에 관한 태도와 이미 시행한 교육과정의 경험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포커스 그룹처럼 개인 인터뷰도 비구조화, 반구조화 또는 구조화할 수 있다. 비록 개인 인

터뷰가 포커스 그룹보다 좁은 범위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지라도, 개인 인터뷰는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특정 관점과 경험을 더 깊게 탐구하도록 해준다. 일대일 인터뷰는 동료, 교수, 감독자, 또는 교수 리더/행정

가로부터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관찰

몇몇 평가 형태에서 환자안전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 수업자료가 어떻게 전달되고, 채택되는지 깊이 있게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관찰에서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일정표를 관찰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일정

표는 간단한 기록 용지와 같이 비구조적인 것에서 관찰자가 사전에 정해진 다양한 차원에서 논평하고, 각 대

상을 평가하는 식의 상당히 구조화된 것일 수도 있다.

문서/기록

교육과정 평가의 일부로 사용했던 교육 자료나 수집한 학생 성과 자료처럼 문헌기록이나 통계 정보를 검토

하고 싶을 수 있다. 위해사건에 관한 병원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당신의 평가 질문에 따라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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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당신의 데이터 수집은 위의 방법들 중 한 방법이거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데이터 

수집에 관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상호적인 요소가 있다.

• 데이터 배열 - 수집된 정보를 유의미한 방법으로 모으고 조직화하기

• 데이터 정리 - 원 정보를 작업하기 쉽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하고 변형시키기

• 결론 도출 - 데이터로부터 평가 질문에 대해 의미 구성하기

3단계: 평가결과 보급 및 실행하기

평가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이 자주 실행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선, 가치 있는 평가정보들을 모

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피드백 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평가가 환자안전 교육의 질

에 관한 것이라면 학생 설문지, 동료 참관 수업시간과 같은 평가결과들을 행정직뿐만 아니라 교수들에게 전

달하고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Brinko(7)는 학생과 동료 모두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

였다. 모든 피드백을 성장과 개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가 환자안전 교육과

정의 효과성에 초점을 둔다면, 개선을 위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교육과정 실행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예를 

들어, 교육기관, 교수진, 교수와 학생 수준에서)과 논의해야 한다. 평가 보급의 형식은 의미 있고, 상호관련성

이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와 권고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환자안전 교육과 교육과정 설계를 증진하는 

것에서 핵심이다.

도구 및 관련 자료

평가 계획과 실행의 다양한 단계에서 아래의 자료들이 유용하다.

• DiCicco-Bloom B, Crabtree BF.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Medical Education, 2006, 40:314-321.

•   Neuman WL.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6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al Inc, Allyn and Bacon, 2006.

•   Payne DA. Designing educational project and program evaluations: a practical overview based on 

research and experienc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2008 (http://fyi.uwex.edu/

programdevelopment/logic-models/; accessed 1 July 2016).

• Wilkes M, Bligh J. Evaluating educational interven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1999, 318:126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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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 기반 도구 및 자료 

각 학습주제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도구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케어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만 수록하

였다. 모든 사이트는 2011년 1월에 접속할 수 있었다(한글 번역본에는 웹사이트를 확인 후 2016년 7월 접속

가능한 주소로 업데이트하였다)

지침, 체크리스트,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결과 보고표(fact sheet)의 예시를 목록에 포함하였다. 

매우 소수의 도구들은 엄격한 타당화 절차를 거쳤다. 질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도구는 병동, 재활 단위, 클리

닉과 같은 고도의 상황을 고려한 환경에서 소그룹의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케어와 질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1).

대부분의 환자안전 사업들은 보건의료인들이 제공한 케어 전달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이

를 통해 당신은 계획된 변화가 환자 케어나 결과에 차이를 나타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측정에 초점을 두는 

것은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단계이다. 만약 측정하지 않는다면, 개선이 되었는

지 알 수 없다.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그들의 성과를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측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PDSA 사이클에 익숙해져야 한다. 인터넷의 많은 도구들은 PDSA 사이클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1.   Pronovost PJ, Miller MR, Wacher RM. Tracking progress in patient safety: an elusive targe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6, 6:69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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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자안전 교육에서 국제적 접근 방안 

환자안전이 모든 국가에 미치는 영향

2002년, WHO의 회원국은 환자안전을 향상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강력한 근거와 함께,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해와 고통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환자안전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

(World Health Assembly Resolution on patient safety)에 동의하였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영

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수행된 국제적인 연구들이 출판되면서 그들의 보건의료로부터 환자에게 

가해지는 해의 범위가 밝혀지게 되었다. 환자안전에 관한 관심은 세계적이며, 위해사건이 상당히 과소 보고

된다는 것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안전 연구는 호주, 영국, 미국과 여러 기타 유럽 국가에서 수

행되어 왔지만, 환자안전 옹호가들은 환자안전 계획을 출간하고 연구할 자원을 가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안전을 채택하기를 바라고 있다. 환자안전의 국제화는 미래의 의사와 보건의료 실무자 

교육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세계화(Globalization)

간호사, 의사, 다른 보건의료인의 세계적인 움직임은 졸업 후 보건의료 교육과 훈련을 위한 많은 기회를 만

들어 왔다. 학생과 교수자의 유동성(mobility), 교육과정 설계에서 국제적 전문가의 상호 연계성, 교수 방법과 

평가, 임상 환경과 지역 캠퍼스의 연계는 좋은 보건의료 교육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치를 이끌어 내었다(1).

WHO는 전 세계적으로 430만 명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족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두

뇌 유출’은 개발도상국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미래 세대 교육에 투자해 온 개발도상국이 

인력 부족을 겪는 와중에, 선진국가가 보건의료시스템을 포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자산을 박탈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2).

보건의료 전달의 세계화는 보건의료 교육자에게 그들의 국가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일하는 모

든 보건의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arden (3)은 다음과 같이 의학 교육의 3가지 차원 모델을 설명하였으며,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 교육과도 관

련이 있다.

• 학생(지역적 또는 국제적)

• 교수자(지역적 또는 국제적)

• 교육과정(지역적, 도입된, 또는 국제적) 

환자안전 교육과 학습의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현지의 학생들과 교수자들은 현지의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국

제적 차원의 졸업생이나 유학생 모델에서는 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제3국의 교수자에 의해 개발된 다른 국

가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따른다. 분교(branch-campus) 모델에서 학생들은 국제적, 지역적 교수자와 함께 

도입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12  환자안전 교육에서 국제적 접근 방안          97

보건의료 교육의 국제화에서 두 번째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러닝(e-learning) 기술의 비용 부담 능력이다. 

이러닝 테크놀로지는 교육 자료의 제공자, 교수자, 학생이 동시에 캠퍼스, 병원이나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세계적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과거의 교육과정 방식은 실무 국가가 많은 훈련을 학생이 졸업할 때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호 협의된 두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학생, 교수자와 교육과정의 유동성을 

강조하였다.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이 교육과정에 통합되고 내재되면서, 다른 국가 내 여러 학

교 간에 협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안전의 원칙을 단일 국가의 맥락보다는 세계적 맥락에서 교

육한다.

이 모델은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상당히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본 교육과정 지침은 훌륭한 기초를 제공한다. 환자안전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건

의료 교육기관의 표준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작은 수준에서는, 자료를 국가에 맞게 맞춤화하

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교육의 국제적 접근의 좋은 예시는 가상의(virtual) 의과 대학의 경험

이다(4).

향상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한 가상의 의과 대학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국제적 대학들이 협력하였다. 이 모

델은 환자안전을 위해 조정될 수 있다. People’s Open Access Education Initiative: Peoples-uni(http://

www.peoples-uni.org/; accessed 1 July 2016)은 환자안전의 웹 기반 교육과정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졸

업 후 교육과정을 들을 수 없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 

가상의 환자안전 교육과정의 공통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최신의 자료, 도구, 학습 활동, 국제적 환자안전 문헌(예, 학습 주제들)에 접근 가능한 가상 도서관

• 다른 국가들의 환자안전 전문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 윤리적 위험, 사건공개, 사과를 강조하는 가상의 환자안전 사례 은행

• 문화적 인식과 존중 역량의 환자안전 접근법  

•   공유를 위한 환자안전 문항의 평가 은행(예, Hong Kong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haring 

Student Assessment Banks은 국제적 의과대학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학 교육과정의 모든 측

면을 평가하는 문항의 형성적, 총괄적 은행을 유지하고 있음)

환자안전의 콘텐츠 전문가와 교육적 개발자 사이에는 각자 고립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보 

공유, 혁신과 개발의 지연, 종종 자료나 학습 활동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한다.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적 접

근은 전 세계적인 환자안전 교육과 훈련 내 진정한 역량 구축을 보장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그들의 

교육과정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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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의 정의

환자안전을 위한 국제 분류의 WHO 개념틀(v.1.1). 최종 기술 보고서 2009

1.   이상반응(adverse reaction): 상황에 맞는 올바른 과정에서 수행한 정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위해      

2. 개체(agent): 변화를 생산하는 물질, 개체, 또는 체계

3. 속성(attributes): 사람이나 사물의 질, 속성, 또는 특성

4. 상황(circumstance): 사건(event), 개체(agent),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이나 요인

5. 부류(class): 유사한 사물의 그룹 또는 집합

6.   분류법(classification): 개념들(concepts)을 부류(classes)별로 나누고, 세분화하여 그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

(semantic relationship)를 나타내기 위해 연결한 배치

7. 개념(concept): 의미의 전달자, 또는 의미의 전형

8.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 사건(incident)의 기원, 또는 발단의 일부로 작용하거나 사건(incident)의 위

험도(risk)를 증가시킨다고 생각되는 상황(circumstance), 행위, 또는 영향

9. 위해 정도(degree of harm): 위해의 중증도, 지속 기간 및 사건(incident)으로 인한 모든 치료 합병증

10. 발견(detection): 사건(incident)을 발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상황(circumstance)

11.   장애(disability): 과거, 또는 현재의 해(harm)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체 구조나 기능의 손상, 활동의 제한, 그

리고/또는 사회적 참여의 제한

12. 질병(disease): 생리적·신체적 기능 장애

13. 오류(error): 의도된 계획적인 활동에서 수행 실패, 또는 잘못된 계획의 실행

14. 사건(event): 환자(patient)에게 발생하거나 환자와 관련 있는 어떤 일

15.   해/위해(harm): 신체 구조나 기능의 손상, 그리고/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한 영향. 해(harm)는 질병

(disease), 상해(injury), 고통(suffering), 장애(disability), 사망을 포함한다.

16. 유해한 사건/위해사건(harmful incident or adverse event): 환자에게 해를 가한 사건(incident)

17. 위험(hazard): 해를 야기하는 잠재적 상황(circumstance), 개체(agent), 또는 행위

18.   건강(health):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disease) 또는 허약하지 않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19. 보건의료(health care): 건강(health)을 증진, 유지, 감시, 또는 회복하기 위해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받는 서비스

20.   보건의료관련 위해(health care-associated harm):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disease)이나 상해(injury)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가 제공되는 동안 시행된 계획이나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해(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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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건 특성(incident characteristics): 사건의 선택된 속성(attributes)

22.   사건 유형(incident type): 공유 및 합의된 특성으로 묶인, 공통 속성의 사건들로 구성되는 범주를 의미하는 서

술적 용어

23. 손상(injury): 개체(agent), 또는 사건(event)으로 인해 발생한 조직의 손상

24.   완화 요인(mitigating factor): 환자(patient)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incident)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

는 활동, 또는 상황(circumstance)

25. 근접오류(near miss): 환자에게 위해가 도달하지 않은 사건(incident)

26.   해를 가하지 않은 사건(no harm incident): 환자에게 위해가 도달했으나, 식별할 만한 해가 아닌 사건(incident)

27. 환자(patient): 보건의료(health care)의 수혜자인 사람

28. 환자 특성(patient characteristics): 환자(patient)의 선택된 속성(attributes)

29. 환자 결과(patient outcome): 사건(incident)이 전적, 또는 부분적인 원인이 되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30.   환자안전(patient safety): 보건의료(health care)와 관련된 불필요한 해(harm)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

로 감소시키는 것

31.   환자안전사건(patient safety incident): 환자(patient)에게 불필요한 해(harm)를 야기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야기

한 사건(event), 또는 상황(circumstance)

32. 예방 가능한(preventable): 특정한 상황 내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는

33. 보고할 상황(reportable circumstance):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한 잠재적 해가 있었던 상황

34. 위험도(risk): 사건(incident)이 발생하게 될 확률

35. 안전(safety): 불필요한 해(harm)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

36.   의미적 관계(semantic relationship): 부류(classes), 또는 개념(concepts)과 같이 의미에 근거하여 서로 관

련되어 있는 방식

37. 부작용(side-effect): 약물의 약학적 특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초기에 의도하지 않은 알려진 효과

38. 고통(suffering): 주관적으로 불쾌한 경험

39. 위반(violation): 운영 절차, 표준, 규칙에서의 고의적인 일탈

출처: WHO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http://www.who.int/patientsafety/en/;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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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처의 정의

1.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 환자가 입원 당시에 증상이 없었고 잠복 상태도 아니었으나, 

환자가 입원하고 3일 이상 지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감염(1).

2.   환자안전문화(patient safety culture): 보건의료인이 강력한 안전 관리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다

음과 같은 5가지 높은 수준의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 (1)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일선 직원, 의사, 관리자를 포함)들

이 자기 자신과 동료, 환자, 방문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문화, (2) 재정 목표나 운영 목표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3) 환자확인, 의사소통, 안전 문제의 해결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문화, (4) 사고로부터 조직이 학

습한 것을 제공하는 문화, (5) 효과적인 안전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자원, 구조, 책무를 제공하는 문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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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그림기호

슬라이드 번호  1

주제 번호  T1

그룹 

강의 

시뮬레이션 활동  

DVD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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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소개

환자 중심되기

환자 중심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학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환자, 고객, 보호자를 보건의료 학습 및 서

비스 전달의 중심에 둔다. 이 주제의 기초지식 및 응용지식, 필수적인 수행 시범은 학생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안전 개념과 원칙을 일상 실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모든 국가의 환자와 더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대부분 수동

적인 관찰자이다. 많은 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보건의료에 관한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

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방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여전

히 보건의료인을 보건의료의 중심에 두고 있다. 질병 중심의 의료서비스 모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조직에 의한 관리를 강조한다. 환자는 케어를 받는 입장이 아

니라 케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환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급성기 치료 시설에 관한 관심 저하와 다양한 환경에서 환자 치료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관심을 가장 먼저 살피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존중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환자와 함께 치료에 임하며, 치료가 잘못되거나 차선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정직하고, 위

험이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관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관점은 한 개인의 전생애 주기에 걸친 서비스에 대한 변화된 요구를 반영

한다. 건강 유지, 회복,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생애 말기에 대한 대처와 관련이 있다. 변화하

는 보건의료 환경(예, 만성 및 급성 상태를 치료하는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모델,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근거 

기반 및 기술적인 혁신, 보건의료팀에 의한 복합적인 치료,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양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해 

여러 상황과 장소에서 치료받는 다양한 환자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보건의료직 과정의 학생은 환자안전을 학습해야 하는가?

현대 보건의료의 과학적 발전은 환자 결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연

구에서 환자안전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 이러한 혜택과 동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환자안전이 특수한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환자안전은 전통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학문이 아니며, 보건의

료의 모든 분야와 통합될 수 있고, 통합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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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보건의료인이자 리더로서 학생은 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불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떻게 위해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환자안전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 학생은 이러

한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오류와 합병증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전략을 개발하며, 실무 개선의 결과를 장

기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환자안전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자안전은 보건의료인, 관리자, 청소원, 배식원, 행정직원, 의료소비자, 정치가를 포

함하는 우리 모두의 업무이다. 학생은 미래 보건의료 리더로서 환자안전의 원칙과 개념을 적용하는 데 지식

과 술기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교육과정 지침은 학생에게 환자안전의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며, 전문적인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술기와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학생이 환자안전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기는 교육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시작된다. 학생은 병원, 클리

닉, 환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자안전 술기와 행동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학생

이 실제 실무 상황을 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볼 기회가 필요하다.

학생이 환자 개개인에 집중하고, 각 환자를 고유한 인간으로 대하며, 환자를 돕기 위해 지식과 술기를 적용

함으로써 학생 자신이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건의료 학생

들은 큰 포부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하지만, 보건의료시스템의 현실은 때때로 그들의 이상을 

깬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의 이상을 유지하길 바라며, 학생들이 환자 개개인의 삶과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방법: 장애요인 관리하기

효과적인 교육은 구체적인 개념 설명, 술기 시연, 태도 교육 등 환자안전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교육자에 달려 있다. 환자안전 교육자는 문제 중심 교육(그룹학습촉진), 시뮬레이션 기

반 학습(역할극과 놀이), 강의 기반 교육(상호적인 강의, 전달 중심의 강의), 멘토링과 코칭(역할 모델) 등을 사

용한다.

환자는 보건의료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그들을 판단한다. 학생이 임

상 업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그들의 도전 과제는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을 특정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된

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학생은 수업에서 배운 ‘무엇’을 넘어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학

생들이 배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환자안전 실무는 학생이 안전하게 행동할 것(이름 

확인, 약물 관련 정보 찾기, 질문하기 등)을 요구한다. 학생이 환자안전에 관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

접 경험하거나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학생은 기초 이론에 관한 강의뿐 아니라 전문적인 임

상 코칭이 필요하다. 교육자가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결

과적으로 환자안전에 중요하고 다양한 술기를 습득한다.

멘토링과 코칭 또한 환자안전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육자나 선배 실무

자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노력한다. 역할 모델이 행동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행동과 교육 후 실무 수행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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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치유자가 되어, 동정심을 가지고, 능숙하고 윤리적인 보건의료인

이 되겠다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보건의료 계열에 온다. 하지만 그들이 자주 보는 것은 성급한 치료, 동료에

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직업적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업무 문화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동

안에 학생들의 높은 이상은 점차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환자안전 교육과 본 교육과정 지침은 이러한 강력한 영향과 요인이 일부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만연해 있는 업무 문화와 이러한 문화가 의료의 질 및 환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생들과 대화를 함

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고 최소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환자안전의 장애요인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시스템 내 사람들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문제로 인식하

게 하여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각 국가나 문

화권, 또는 심지어 특정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따라 장애요인이 다르다. 국가 특이적 장애요인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과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특정 환자안전 실무 수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각 문화는 위계, 오류, 갈등 해결의 고유 접근법이 있다. 지도자나 경력 있는 의료인이 같이 있는 상황, 특히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정도는 보건의료 상황과 변

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된 정도에 달려 있다. 일부 사회에서 환자안전의 개념은 문화적 규범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이 장에서 조금 후에 더 깊이 다룰 것이다(‘현실 직면하기: 학생이 환자안전 리더

가 되도록 돕기’를 보라).

학생들에게 가장 분명한 장애요인은 그들이 의료전문 분야에 배치되어 의료 환경에 있을 때 드러나며, 주

로 새로운 보건의료 변화에 적응할 수 없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변화를 적극적으로 막는, 경력 있는 지도자나 

감독자, 보건의료인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행동은 학생들을 환자안전의 옹호자에서 수동적인 교과서 학습자

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직종(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의사 등)이 자신의 고유 직업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

은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폐쇄적인 접근을 초래하며,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 다른 직종과의 

의사소통 실패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학제적 팀 접근은 오류를 줄이고, 직원 간 의

사소통을 향상시키며, 더욱 건강한 업무 환경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지도자와 감독자는 이 교육과정에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현실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일부 보건의료인들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학생에게 환자안전을 가르치는 

것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장애요인으로 밝혀지고 논의되는 순간,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다. 현실과 장애요인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도 교육이 될 수 있다. 최소한 학생들은 시스

템에 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에 관해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

질 수 있다.

교육과정 지침의 학습주제가 보건의료 실무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표 B.I.1은 이 교육과정 지침의 학습주제가 보건의료와 어떻게 통합되는지 손위생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많

은 환자안전 원칙(예, 팀워크, 약물 안전, 환자 참여 등)이 보건의료 전반 걸쳐 적용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108          파트 B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에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써 감염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 예시를 사용

한다. 올바른 손위생 수행은 분명하고 하기 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보건의료인, 교수, 학생, 그 밖의 직원

들에게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와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교육하는 수많은 캠페인에

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으며,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 HCAI) 발

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지침에 제시된 각 학습주제는 특정 분야에서 보건의료 학생을 

위해 중요한 학습 내용을 다룬다. 종합하면, 교육과정 지침의 학습주제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학

생이 올바른 손위생 기술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며, 어떻게 시스템 전반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확인하게 한다.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및 환자안전의 관계

각 주제는 분리되어 있으나, 표 B.I.1은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행동 개발을 위해 전체 주제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제

시한다. 손위생을 예시로, 각 주제에 대한 학습이 보건의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고 유지하는지 보여 준다. 

표 B.I.1   주제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손위생의 예시

문제 영역: 감염 확산의 최소화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및 실무의 관련성

부적절한 감염 관리 문제 주제 1 ‘환자안전이란?’은 위해사건으로 발생된 해와 고통의 근거를 설명한다. 학

생은 환자안전과 위해사건의 발생과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관

해 배움으로써,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손위생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

이 자신의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이 문제라

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이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실무를 변

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정확하게 손

위생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금세 잊어 버린다.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인간이 일하는 

방식과 이유, 인간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유에 관해 설명한다. 인적요인에 관한 

이해는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학생이 어떻게 오류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학습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오류 관련 요인과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에게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올바른 방

법으로 손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일

하는 환경과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감염이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고 믿을 때,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표준주의를 적용하고자 할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적절한 감염 예

방 및 통제 절차를 지키려고 하나, 

치료해야 할 너무 많은 환자와 시

간 제약은 올바른 손위생 수행을 

방해한다

주제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는 환자안전이 어떻게 복

잡한 과정과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는지 보여준다. 환자는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치료하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시스템에 의존한다. 학생은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손씻기는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환자 케어의 중요한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행동, 케어의 

구성요소가 지속적인 과정으로 어떻게 좋은 결과(환자가 좋아짐)나 나쁜 결과(환자

가 위해사건으로 고통 받음)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환자안전 교육에서 중요

하다. 팀의 한 사람의 행동이 환자 치료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자신의 업무를 환자안전의 맥락에서 보게 된다.

담당자가 주문하는 것을 잊어서, 

병 동 에  알 코 올 성  손  소 독 제

(alcohol-based hand rubs)나 세

정제가 없다.

주제 4 ‘효과적인 팀원 되기’는 보건의료인 간 팀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만약 알

코올성 손 소독제가 없다면, 팀의 모든 구성원이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

다. 누군가가 손 소독제 주문을 잊었다는 사실에 단지 불평만 하는 것은 환자 치료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와 팀을 돕기 위한 기회

를 찾는 것은 한 사람의 전문가와 팀원이 되는 일부분이다. 위해사건은 손을 씻지 

않거나 약물 차트가 없거나 의료진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와 같이 종종 사소해 보이

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발생한다. 누군가에게 손 소독제를 주문하도록 상기

시키는 것은 사소하지 않으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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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영역: 감염 확산의 최소화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및 실무의 관련성

한 외과의사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

해 잠시 수술방을 떠났다. 그는 수

술방으로 돌아왔고, 같은 장갑은 낀 

채 수술을 계속하였다. 그 환자에게 

수술 후 상처 감염이 발생하였다.

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용없으며, 과

실이 드러나거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아무도 보고하지 않거나 위해사건

에서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류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은 오류의 기저 원인

을 확인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 감염 원인 조사는 그 외과의

사가 수술방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적절한 무균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추가 분석은 그 

외과의사와 나머지 팀 구성원이 감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관리 

규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근거 없는 헛된 안전

감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감염 환자가 케어에 관한 불

만을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주제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는 학생에게 문제를 인식하고 발생하기 전의 잠재적 

문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특정 문제가 있다면 보건

의료인이나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감염에 관한 이 환자의 항의 편지는 

감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 말하는 이 달의 열 번째 편지일 수 있다. 사건과 

위해사건 보고는 안전과 치료의 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 병원은 특정 수술방에서 감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 문제

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

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은 임상 케어를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예시를 제시한다. 학생은 변화로 인해 개선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케어 과

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병원은 한 수술방의 감염발생률이 

다른 수술방보다 높은 것을 알았다. 

환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이 병원

의 감염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주제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는 학생에게 위해사건 발생 후 환자에게 정직하게 의

사소통하는 것의 중요성과 환자에게 케어와 치료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한다. 환자의 참여는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

병원은 감염을 특정한 문제로 판단

하고, 모두가 표준주의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

다고 판단했다.

주제 9 ‘감염 예방과 관리’는 감염의 주요 유형과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감염 

최소화를 위한 관련 절차와 규약을 다룬다.

보건의료인이 보고한 위해사건 중 수

술부위 감염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므로 병원은 수술방의 감염 

관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는 수술이나 다른 침습적 절차를 받는 환자가 감

염 발생이나 잘못된 치료를 받을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학생에게 보여준다. 불충

분한 의사소통, 리더십 부족, 절차에 대한 부적절한 주의, 가이드라인 불이행, 초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실패를 이해하는 것은 학생이 수술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

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조사팀이 감염률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중재 방안을 조사하는 동안, 질 

향상 기법(‘누가 그랬는가?’ 대신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방

법)을 사용하여 외과 병동의 기록

을 검토하였다. 팀은 적절한 예방

적 항생제 투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방적 항

생제가 처방된 다른 약물과 상호작

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환자

의 전체 투약력이 필요하다.

주제 11 ‘약물 안전 향상’은 투약오류가 위해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요하

다. 투약오류의 규모는 엄청나다. 학생은 오류 발생 요인을 확인하고, 이것을 최소

화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야 한다. 약물 안전 향상은 학생이 약물 이상 반응의 잠재

성을 알고, 처방, 조제, 투약, 약물의 효과를 감시할 때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하도

록 한다.

현실 직면하기: 학생이 환자안전 리더가 되도록 돕기

환자안전 개혁의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새로운 케어 전달 방식에 대한 업무 현장의 수용성이다. 특정 방

식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조직과 보건의료인에게 변화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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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확

신하지 못한다. 그들은 누군가, 특히 경력이 적은 직원이 다른 방식으로 보거나 일을 처리할 때,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에게 긍정적인 코칭이 제공되지 않고, 학생들의 경험에 관해 

논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과 학습은 약화될 것이다.

학생들은 초보자이므로 자신이 속한 보건의료 분야의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

하고 있는지를 매우 빠르게 학습하며, 가능하면 빨리 적응하고 싶어한다. 보건의료 학생들은 종종 정보와 전

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지도자나 감독자에게 매우 의존한다.

지도자나 감독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발전은 교육자의 비공식

적·공식적 피드백과 그들의 역량과 참여에 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호의적인 평가서에 달

려 있다. 환자안전은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실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실수에서 배우도록 요구하지만, 학생은 

자신의 실수나 경력 있는 보건의료인, 지도자, 감독자의 실수를 밝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실수와 관련된 사

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할 수 있다. 업무 현장 소속의 지도자나 감독자에게 교육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를 숨기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요구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추겨질 수 있다. 학생은 환자안전에 관해 말하는 것이나 경력 있

는 보건의료인에게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학생은 낮은 평가결

과를 받거나 ‘참여 부족’, ‘태도 불량’으로 보여질까 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은 낮은 평가결과, 취업 

기회 감소, 상급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 감소로 이어질까 봐 환자를 위해 의견을 내고, 오류

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외적, 내적 두려움을 숨길지도 모른다.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오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어렵다. 개방적으로 오류에서 학습하

는 것은 주로 관련된 선배 보건의료인의 성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일부 문화권과 조직에서는 오류에 대한 개

방성이 새로운 것이므로, 교수진에게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 교육 수업시간에 오류에 

관해 말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적절할 수 있다. 일부 환경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폐쇄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보다 발전된 교육 환경에서는 팀이 오류를 개방적으로 말하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오류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

도록 돕는 여러 정책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문화권은 오류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직면

해야만 할 것이다. 병원, 클리닉,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이 이 고통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위계 조직 및 환자 케어 서비스에 대한 다른 접근 방

식을 채택할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 중 일부는 팀을 보건의료 전달의 주요 도구로 바라보며, 환자를 돌보

는 모두가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는 수평적인 위계 조직을 구상하는 것이다.

학생이 환자안전에 관해 배운 것과 일부 선배 보건의료인의 기대나 태도가 상충하는 듯 보이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는 환자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어 왔다. 보건의료 케어의 

많은 관점은 현재의 보건의료의 맥락 안의 안전, 효율, 효능에 관한 명백한 우려보다는 전통에 의한 결과로 

발달되어 왔다. 보건의료계의 많은 태도는 사회에 위계 구조가 흔하던 시기에 시작된 전문가 문화에 깊게 뿌

리 박혀 있다. 보건의료는 천직이며, 보건의료인 특히 의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어 왔다. 이 개념

적 틀 안에서 좋은 보건의료인은 실수를 할 수 없다고 믿어졌고, 훈련은 도제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소개         111

(좋든 나쁘든) 환자 결과는 팀이 아닌 해당 전문가의 술기에 의한 것이었다. 보건의료인은 그들 외 다른 사람

에게는 전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 환경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환자를 주로 학습 소재로 여겨왔다.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예전 문화의 일부 잔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적 환경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안전한 문화 안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에 의해 전달되는 보건의료의 안전과 질을 원한다. 이 안

전 문화는 전 세계 보건의료 현장에 퍼지기 시작했고, 학생은 전통적인 태도와 안전 문화가 반영된 새 문화 

모두를 마주할 것이다. 비록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문화, 국가, 훈련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도전 과제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환자 케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과거의 접근 방식과 환자 중심 치료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실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안전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행하지만, 이들의 직속 선

배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호의적이지 않다. 이 같은 문화 이동이 학생이나 훈련생

에게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학생은 권장되는 새로운 기술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감독자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학생들이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생 자신, 또는 그들의 경력이 위기에 놓이는 것을 기대하

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환자안전 관점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표 B.I.2는 학생이 실습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틀이다.

표 B.I.2.   갈등 관리: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방식

영역 또는 속성 예시 오래된 방식 새로운 방식

보건의료의 위계 

조직: 손씻기 

경력 있는 보건의료인이 환

자와 다른 환자 사이에 자신

의 손을 씻지 않는다.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실무를 따

르며, 경력 있는 보건의

료인을 모방한다.

1.   해당 보건의료인이나 다른 경력자에게  

‘언제, 어떻게’ 손씻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2.   아무 말도 하지 않으나, 안전한 손씻기 

방법을 사용한다.

3.   정중한 태도로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의

견을 말하며, 안전한 손씻기 방법을 사

용한다.

보건의료의 위계 

조직: 수술부위

외과의사가 수술부위 및 환

자확인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의사는 수술 전 확인 절

차에 분개하며,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믿고 팀의 다른 구

성원들에게 서두를 것을 종

용한다.

경력 있는 외과의사의 방

식을 따르며, 확인 절차

에 참여하지 않는다. 확

인 절차는 하찮은 업무라

고 판단한다.

1.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확인 절차를 끝

내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보건의료의 위계 

조직: 약물

학생은 환자가 심각한 Peni-

cillin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경력 

있는 간호사가 Penicillin을 

투여하려는 순간을 관찰하였다.

경력 있는 간호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

지 않는다. 그 간호사가 자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가정한다.

1.   알레르기에 관한 걱정을 즉시 그 간호

사와 나눈다. 학생은 이것을 팀의 일원

으로서 도움이 되며, 환자 옹호자로서

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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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또는 속성 예시 오래된 방식 새로운 방식

가부장주의: 동의 학생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치료에 대해서 환

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

도록 요청받았다.

업무를 수락한다. 해당 

치료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는 것을 경력 직원이 

모르게 한다. 동의서에 

환자 서명을 받기 위해, 

환자에게 해당 치료에 대

해 모호하고 피상적인 방

식으로 설명한다.

1.   이 업무를 거절하고, 해당 치료에 대해 

잘 아는 보건의료인이 하는 것이 더 적

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2.   업무를 수락하지만, 이 치료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며, 먼저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감독자 중 한 명

이 함께 가서 도와주거나 감독해 줄 것

을 요구한다.

가부장주의:  

환자케어에서  

환자의 역할

환자는 병동 회진 동안 무시

되고, 자신의 치료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의사가 병동 회진을 하는 동

안, 가족구성원은 침상 옆을 

떠나도록 요구받았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을 하는 방식이

라고 가정한다. 환자와 

가족을 포함하거나 참여

시키지 않는 행동에 순응

한다.

1.   앞장서서 개별 환자에게 인사한다. 

“Ruiz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전 동안 

모든 환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2.   만약 시간 제약에 의해 계속 이동해야 

한다면, 환자와 가족에게 “병동 회진 

후에 당신과 이야기하러 다시 오겠습니

다”라고 설명한다.

3.   회진 전에 환자의 걱정을 찾아내어, 회

진 동안 침상에서 경력 있는 보건의료인

에게 제시한다. 예: “Calton씨는 수술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   병동 회진 동안 환자가 말하도록 격려

한다.

5.   당신의 감독자에게 환자와 보호자가 병

동 회진 논의에 도움이 되고, 병동의 효

율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성

(infallibility):  

업무 시간

병동의 한 보건의료인이 36

시간 동안 일했다고 자랑스

럽게 밝혔다.

그 직원의 체력과 업무에 

헌신함을 존경한다.

1.   그 직원에게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는 계속 일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2.   그에게 언제 끝나는지, 집에 어떻게 갈 

예정인지 묻는다. 그가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안전한가?

3.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당신이 집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호출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직원이 이렇

게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허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근무

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성

(infallibility):  

실수에 대한 태도

실수는 오직 무능하거나 비

윤리적인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좋은 보건의료인

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는 보건의료인

을 ‘나쁜’ 또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문화

를 수용한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노

력한다. 실수를 했을 때, 

조용히 있거나 비난할 다

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찾는다. 다른 사람이 한 

실수를 찾아서 자신은 그

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스

스로에게 말한다.

1.   누구나 때때로 실수를 할 것이며, 오류

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오류가 발생한 

시점에는 명확하지 않던 잠재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오류 발생 시 환자와 당사자, 동료를 살

피고, 오류에서 학습하는 것을 적극적

으로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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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또는 속성 예시 오래된 방식 새로운 방식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성

(infallibility):  

실수하기

한 경력 있는 보건의료인이 

실수를 하고, 환자에게 그것

은 합병증이라고 말한다. 보

건의료인은 동료에 의한 검

토 회의에서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않는다.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서 실수를 제공된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닌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리화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경력 있는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동료에게 오류를 

밝히지 않는 것을 빠르게 

배우고, 모방한다.

1.   환자에게 알리는 것과 병원이나 클리닉

이 위해사건 후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감독자와 

이야기한다.

2.   환자에게 케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만약 원한다면 담

당의사에게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원

한다고 알린다.

3.   실수를 했을 때, 감독자나 팀 리더에게 

말하고, 추후 비슷한 실수를 어떻게 예

방할 수 있을지 묻는다.

4.   가능하다면 사건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성

(infallibility):  

전지전능함

‘신처럼’ 행동하는 보건의료

인이 경력이 적은 보건의료

인을 무시한다.

이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

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감탄

하며 바라본다.

1.   오만한 태도를 인식하고, 팀 내에서 자

신의 지식과 책임을 나누면서 일하는 

직원의 행동을 본받는다.

비난/수치 감독자가 실수를 한 보건의

료인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병원은 오류에 대해 직원을 

징계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사건과 관련된 보건의료 

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다른 동료의 행동을 모방 

한다.

1.   사건과 관련된 동료를 지지하고 이해 

한다.

2.   관련된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실수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동료와 감

독자에게 말한다.

3.   ‘누가 관련되었는가?’보다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라고 묻는다. 관련되었

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팀이나 

개별지도 그룹 내에서 논의하려고 노력

한다.

팀워크: 나의 팀

은 간호사(또는 

조산사, 약사, 치

과의사, 의사)팀

이다.

학생과 경력이 적은 보건의

료인은 자신과 같은 직종만 

팀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인은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 없이 병

동 회진을 한다.

보건의료인의 행동을 반

영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같은 직종의 구성원과만 

일체감을 가진다.

1.   환자 시각에서의 팀이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모든 사람(간호사, 병동 직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환자 및 가족)라

는 것을 명심한다.

2.   항상 환자 케어와 치료에 관한 대화에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들을 포함시

킬 것을 제안한다.

3.   여러 직종이 모인 팀의 장점을 인정하

고 최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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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야기(patient narratives)

보건의료 사례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에게 효과적이다. 훌륭한 동료 또는 어려움을 겪는 

동료에 관한 이야기, 좋은 또는 나쁜 교수자, 지도자, 감독자에 관한 이야기, 특정 교대 근무에서 살아남기 위

한 조언 등은 예시의 일부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부분 보건의료 학생의 관점에 초점을 둔다. 환자들의 이야

기는 일반적인 이야깃거리에서 빠져 있다. 환자들의 경험은 그들 또한 보건의료팀의 일부이며, 제공할 수 있

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각각의 학습주제를 담고 있는 환자 이야기는 환자 관점으로 

그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환자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이 어떤 잘못을 할 수 있

는지 실례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현실에 적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가족 동의를 얻은 Caroline Anderson의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 이야기에서는 허구의 이름이 사용되

었다. 실제 환자 사례는 2005년의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ustralian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APSEF)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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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환자안전이란?

Caroline 이야기

2001년 4월 10일, 37세의 Caroline은 시립병원에 입원하여 합병증 없이 제왕절개로 셋째 아이를 분만

하였다. 의사 A는 산부인과의사였고, 의사 B는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한 마취과의사였다. 경막외 카테터

를 제거하기 전날 밤인 4월 11일, Caroline은 척추 부위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우연히 카테터 삽입 

부위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Caroline은 이 시기에 허리 부위 통증과 압통을 계속 호소하였다. 의사 B는 

Caroline을 진찰한 후, 근육통으로 진단하였다. 4월 17일, Caroline은 통증과 절룩거리는 걸음이 지속되

는 상태로 시립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7일 동안 Caroline은 지방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다. 그녀는 의사 A에게 전화를 걸어 고열, 떨

림, 심한 허리 통증과 두통에 관해 말했다. 4월 24일, 지역병원 의사 C가 Caroline과 그녀의 아기를 진찰

하였고, 요통과 황달 치료를 위해 지역권역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였다.

지역권역병원 입원 시 담당 의사 D는 Caroline의 요통이 경막외 카테터 삽입 부위가 아닌 S1 관절 부

위인 것 같다고 기록하였다. 4월 26일, 아기의 황달은 호전되었지만, Caroline은 그녀를 잊고 있었다고 

인정한 일차 진료의사인 의사 E의 진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 전공의 F가 Caroline을 진찰한 후, 천장골

염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는 Oxycodone Hydrochloride, Paracetamol, Diclofenac Sodium을 처방한 후, 

Caroline을 퇴원시켰고, 그녀의 산부인과의사 A에게 그가 내린 진단명을 알려주었다.

Caroline의 통증은 약물로 완화되었으나, 5월 2일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섬망 상태인 

Caroline을 지역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월 3일에 그녀는 경련하고,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의사 C는 ‘과도한 진정제 사용, 천장골염’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상태는 매우 위중해졌고, 구급차로 지역권역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지역권역병원에 도착했을 때, Caroline은 의식이 없고 기관 내 삽관이 필요했다.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

고 고정되었다. Caroline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5월 4일 구급차로 2차 시립병원으로 호송되었다. 5

월 5일 오후 1시 30분, 뇌 기능이 멈췄고,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되었다.

사후검진 결과, 경막외 농양과 요추 부위에서 뇌 기저까지 척수를 침범한 뇌수막염이 나타났다. 세균배

양검사 결과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으로 드러났다. 간, 심장, 비장의 변화는 패혈증

의 소견과 일치하였다.

검시관은 Caroline의 농양을 조기 진단할 수 있었으며, 조기 진단했어야만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의 

고찰은 Caroline Anderson의 사망에 대한 검시관의 보고서로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

건의료인 대상’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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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관찰 내용은 임상 기록을 상세하고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못했고, 주기

적으로 기록을 누락하였다는 점이다. 마취과의사 B는 Caroline의 일반적이지 않은 통증을 매우 걱정하여 

의학 도서관에 상담을 하였지만, 이것에 대한 임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지금 그가 ‘신경병적’ 통

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Caroline과 의사소통하지 못하였고, 그녀가 퇴원하기 전에 충분

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농양을 일으킨 세균이 이 시립병원의 보건의료인이나 환경에서 발생한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사 B가 경막외 카테터 삽입 전 외과적 손씻기를 할 때 근거 기반의 가

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퇴원 후에 Caroline을 다른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Caroline에게 허리 통

증이 심해지면 의학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여 그녀가 자신의 치료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도

록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병원 의사 C가 진료의뢰서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

검시관의 의견은 Caroline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녀를 진찰한 의사들이 진단을 성급하게 내렸고, 주

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진료 절차에 따라 다른 누군가가 이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잘못 믿었다는 것이다. 

의사 C는 Caroline이 지역권역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대충 진찰했을 뿐이다. 지역권역

병원에 입원 시 담당의사인 D는 Caroline에게 경막외 농양일 확률이 30%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동료들

도 이 사실을 알 것이라고 믿었기에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납득할 수 있는 의료 처치에서 가장 심하게 벗어난 것은 의사 E가 Caroline을 진료하기로 해 놓고, 그

녀를 단순히 잊은 것이다.

지역권역병원에서 Caroline을 마지막으로 진찰한 전공의 F가 그녀에게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하여 퇴원

시켰다. 그는 천장골염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감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천장골염

이라는 잠정적 진단에 대해 완전히 조사하지 않았다. 약물 안전에 대해서는, 의사 F가 Caroline에게 준 

수기 기록은 통증이 증가하면 Oxycodone Hydrochloride를 증량하여 복용하되, 동시에 특정 변화가 있

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의사 F가 작성한 기록에는 그가 진찰한 상세한 결

과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Caroline의 치료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의사는 바로 그녀의 산부인과의사 A였다.  그녀가 시립병원

에서 퇴원한 후에 지속되는 통증과 문제를 알리기 위해 그에게 최소 3번 이상 전화를 하였지만, 그는 상

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출산에서부터 25일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Caroline은 총 4개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었다. 각각의 의사 

및 간호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책임을 넘겨줄 때 케어의 연속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 잠정

적 진단이나 감별진단과 검사를 적절히 기록하지 않고, 퇴원 요약과 진료 의뢰를 하지 않아 생명을 위협

하는 농양을 늦게 진단하게 되었고, 결국 Caroline이 사망하게 되었다.

출처: Inquest into the death of Caroline Barbara Anderson, Coroner’s Court, Westmead, Sydney, Australia,

9 March 2004. (Merrilyn Walton 교수가 Caroline의 가족에게서 보건의료 학생들이 환자와 가족들의 시각에서 환자안

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돕는 교육에 그녀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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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환자안전이 보건의료와 왜 관련이 있는가? 1

현재 상당한 수의 환자가 보건의료 환경에서 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손상, 병원 입원, 재원일수 증가, 심지

어 사망에 이른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해서 위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와 결과가 보건의료인 각각의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는, 오늘날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위해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우 많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내과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

사, 영양사 등)가 함께 일할 때, 환자 케어에 관련된 모든 보건의료 인력 간에 완전한 정보를 제때에 교환하

도록 케어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전한 케어를 보장하기 매우 어렵다.

보건의료서비스가 개인 위탁운영이든 정부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든 상관없이, 환자안전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서 하나의 쟁점이다. 환자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여러 약물을 

투여하면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환자가 해를 입는 것

이 아니다.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나 치료 지연으로도 해를 입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 기반 시설과 장비의 낙후된 상태, 

신뢰할 수 없는 약의 공급과 품질, 감염 관리와 폐기물 처리, 낮은 동기 부여와 불충분한 기술로 인한 인력의 

낮은 성과,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서비스 재정난은 선진국에 비해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만든

다. 중요한 환자안전 문제는 의료관련감염(HCAI), 수술이나 마취의 오류로 인한 피해, 약물 안전, 의료 장비

로 인한 피해, 안전하지 않은 주사 투여와 혈액 제제,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안전하지 않은 실무를 포함한

다. 많은 병원 환경에서 의료관련감염(HCAI) 문제가 널리 퍼져 있으며, 사실상 감염 관리 수단이 존재하지 않

는다. 이것은 낙후된 위생과 위생 시설에 관련된 좋지 않은 수많은 요소가 결합한 결과이다. 게다가 좋지 않

은 사회 경제적 배경, 영양 실조, 다른 종류의 감염과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의료관련감염(HCAI)의 위험을 증

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여러 연구에서 수술부위 감염 발생 위험이 병원과 국가에 따라 19%에서 31% 사이의 비율로 선진국보다 개

발도상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1). 안전하지 않은 약물에 관한 WHO의 수치는 개발도상국에서 소비하는 

전체 약품의 25%가 아마도 위조된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보건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개국에서 약의 안전성과 위조약(counterfeit medicine)에 대한 WHO의 조사는 위조약 사례의 60%가 개발

도상국에서 일어나며, 40%가 선진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2). 또 다른 WHO 연구는 개발도상국

의 모든 병원 의료 장비의 적어도 절반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3). 일부 국가에서는 병상의 약 40%가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방사선 보호와 감염관리 시설의 설립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

준에 미달되게 한다(4). 개발도상국에서 제한적으로 추정한 근거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인의 교육과 훈련에 관

련된 노력을 결합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환자안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전자 처방, 클리닉과 외래 환경의 재설계와 같은 최신 기술뿐만 

아니라 올바른 손씻기와 효과적인 팀원이 되는 법 알기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이다. 환자안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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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많은 요소가 재정 자원을 포함하지 않지만, 대신 안전하게 실무를 수행하겠다는 개인의 헌신을 포함

한다. 보건의료인 각각은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면서 치료에 참여시키고, 절차를 확인하고, 오류에서 배우며,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활동이 환자에

게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류 보고와 분석은 주요 원인 요소

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류의 발생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오류를 예방할 개선책을 만드

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키워드 

환자안전, 시스템 이론, 비난, 비난 문화, 시스템 실패, 개인적 접근, 위반, 환자안전 모델, 다학제와 환자중심.

학습목표 2

학생들은 환자안전의 원칙을 이해하고, 위해사건의 발생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건에서 회복을 최대화하

는 환자안전의 역할을 이해한다.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은 많은 영역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팀워크,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의사소통, 약물 안

전, 손위생, 시술 및 수술 술기를 포함한다. 이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는 이러한 영역의 관련성과 효과의 근거

에 바탕을 두고 선택한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환자안전의 개요를 제시하여 위의 영역 중 일부에 관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장에서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이라

는 용어를 소개하지만, 주제 5(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와 주제 6(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에서 환

자안전의 의미와 관련성에 관해 더 철저한 논의를 제시한다.

지식 요구사항 3

학생은 다음의 항목을 안다.

• 보건의료 관련 오류와 시스템 실패로 발생한 위해

• 다른 산업에서 얻은 오류와 시스템 실패에 대한 교훈

• 환자안전의 역사와 비난 문화의 기원

• 시스템 실패, 위반, 오류의 차이

• 환자안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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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요구사항 4

학생은 모든 전문적인 활동에 환자안전 사고(patient safety thinking)를 적용한다. 학생은 안전한 보건의

료 전달에 있어 환자안전의 역할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보건의료 오류와 시스템 실패로 일어난 위해 5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위해사건의 규모는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나(5-12), 위해사건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

도는 보건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인 간에 매우 다르다. 발생한 위해의 규모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대

부분의 오류가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환자안전이 최우선 사항이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

리게 된 이유일 수 있다. 게다가 오류는 한 번에 한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한 영역에서 일하는 직원은 단

지 가끔 위해사건을 경험하거나 관찰한다. 오류와 시스템 실패가 항상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

이 아니므로, 시스템에서 오류의 규모를 숨길 수 있다. 

환자 결과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는 아직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서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자 결과 

데이터를 검토한 상당수의 연구가 많은 위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11,13,14).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Leape 등(14)은 그들 표본에서 위해사건의 2/3 이상은 막을 수 있었고, 28%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negligence)로 일어났으며, 42%는 과실 외의 요인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많은 환자가 열악

한 의학적 관리와 표준 미달의 케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Bates 등(15)은 약물 위해사건이 흔하며, 심한 약물 위해사건을 종종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

은 더 나아가, 미국의 대규모 수련 병원에서 투약이 입원환자 100명당 6.5명의 비율로 위해를 일으켰다는 것

을 알아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발생하며, 많은 수의 사건이 투여 단계에서도 일

어났다. 이 연구의 저자는 예방 전략이 약물 전달의 두 가지 단계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간호사와 약사의 자가 보고와 의무기록 검토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투약오류에 

관해 자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낮게 산정된 수치이다.

많은 연구에서 의료시스템에 보건의료 오류가 만연하며, 관련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호주에

서는 오류로 1만 8,000명의 불필요한 사망과 5만 명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다(16). 미국에서는 보건의료 오류가 

적어도 매년 4만 4,000명(약 9만 8,000명 추산)의 불필요한 사망과, 100만 명의 추가적 손상을 초래한다(17).

2002년 WHO 회원국은 환자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안전 향상의 경

제적 이익에 관한 분명한 증거를 인정하여, 환자안전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World Health Assembly 

Resolution)에 동의했다. 추가 입원, 소송 비용, 병원에서 획득한 감염, 소득 손실, 장애, 의료 비용이 일부 국

가에서는 한 해에 6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가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 18).

표 B.1.1.에 보건의료의 환자 피해 규모를 밝힌 국제 연구 출판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수많은 환

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4개국의 위해사건 발생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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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1.    호주, 덴마크, 영국, 미국의 급성환자치료병원 내 위해사건 데이터

연구 자료수집연도 병원입원 수 위해사건 수
위해사건  

백분율(%)

1 미국  

(Harvard MedicalPractice Study)
1984 30,195 1,133 3.8

2 미국 (Utah-Colorado study) a 1992 14,565 475 3.2

3 미국 (Utah-Colorado study) 1992 14,565 787 5.4

4 호주 (Quality in Australian Health 

Care Study)
1992 14,179 2,353 16.6

5 호주 (Quality in Australian Health 

Care Study)b
1992 14,179 1,499 10.6

6 영국 1999-2000 1,014 119 11.7

7 덴마크 1998 1,097 176 9.0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Executive Board 109th session, provisional agenda item 3.4, 5. 2001, EB 109/9 (19).
a Quality in Australian Health Care Study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정함(두 연구 간의 4개 연구방법론적 차이를 일치시킴).
b Utah-Colorado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정함(두 연구 간의 4개 연구방법론적 차이를 일치시킴).
연구 3과 5는 Utah-Colorado와 Quality in Australian Health Care studies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표 B.1.1에 열거된 연구는 보건의료에 의한 환자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후향적 의무기록 검토법을 이

용하였다(20-23). 이후,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는 이와 비슷한 위해사건 데이터를 공개하였다(24). 데이터를 공

개한 국가별 위해사건 발생률이 다르지만, 발생한 위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었

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치명적인 사망은 환자 가족 및 관련된 보건의료인에게는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위해사건의 대다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환자들은 상처 감염, 욕창, 허리 수술의 실패와 같은 덜 

심각하지만 쇠약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24). 수술 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더욱 위

험하다(25).

위해사건 관리를 돕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시스템은 심각성에 따라 위해사건을 분류한다.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가장 심한 위해사건은 적신호 사건이라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사건을 ‘절대로 발생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부른다. 많은 국가가 현재 위해사건을 보고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만들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보건의료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국가는 각각의 오류의 원인을 

판단하는 근본원인분석과 함께 적신호사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해사건을 분류하는 이유는 질 향상 기

법을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건을 분석하도록 보장하고, 밝혀지지 않은 문제의 

원인 및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 방법은 주제 7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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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2.    호주와 미국에서 보고된 일부 위해사건 (19)

위해사건 유형
미국

(전체 사건수 1579에 대한 비율, %)

호주

(전체 사건수 175에 대한 비율,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72시간 내 자살 29 13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의 수술 29 47

투약오류로 인한 사망 3 7

입원 중 강간/폭력/살인 8 N/A

부적합 수혈 6 1

모성 사망(진통, 분만) 3 12

영아 유괴/가족이 아닌 사람이 데려감 1 -

수술 후 기구 잔존 1 21

만삭아의 예측하지 못한 사망 - N/A

심한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 - N/A

투시검사의 지연 - N/A

혈관 내 가스 색전증 N/A -

출처: Runciman B, Merry A, Walton M. Safety and ethics in health care: a guide to getting it right, 2007 (24).
N/A는 해당 국가에서 해당 항목이 공식 보고된 적신호 사건 목록에 없음을 뜻한다.

인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위해사건과 관련된 경제적, 인적 비용은 상당하다. 호주 환자안전재단(Australian Patient Safety Foun-

dation)은 1997년부터 1998년의 기간 동안 호주 남부에 위치한 주에서 부주의에 의한 대규모 의료 소송의 비

용과 보험할증료가 약 1,800만 호주달러인 것으로 추정하였다(26).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매년 과실로 인한 의료 소송에 4억 파운드 가량을 지불한다(14). 1999년 12월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 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는 의료오류를 예방하면 잠재적

으로 매년 약 88억 미국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99년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영향력이 큰 보고서 ‘To err is human’에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오류로 매년 4만 

4,000명에서 9만 8,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오류가 미국 내 8번째 사망원인에 

해당한다. 또한, IOM 보고서는 예방할 수 있는 오류로 미국이 매년 약 170억 미국달러의 직, 간접적인 비용

을 지출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통증과 고통을 겪는 인적 측면의 비용에는 독립성 상실이 포함되며, 환자와 가족,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은 

계산하지 않았다. 위해 발생률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비용 계산에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보건의료인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27-31), 많은 국가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전이 검토하고 개혁할 최우선 분야라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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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서의 오류와 시스템 실패에 관한 교훈 6

1980년대 우주선, 연락선, 연안 석유 플랫폼, 철도 네트워크, 원자력 발전소, 화학 설비를 포함하는 과학기

술에 의한 대규모 참사 이후 더 안전한 일터와 작업 문화를 위한 조직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

한 산업에서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중심 원칙은 사고가 하나 또는 독립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 상황 요인, 일터의 환경, 잠재적 조직 요인, 경영층의 결정 등

이 흔히 관련된다. 또한, 이러한 참사를 분석하여 더 복잡한 조직일수록 더 많은 수의 잠재적인 시스템 오류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70년대 조직의 실패를 조사한 사회학자 Turner가 ‘사건의 고리(chain of events)’를 추적하는 것이 사고

의 기저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였다(32,33). 이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 오류와 

가시적 오류 및 조직적 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Reason의 인지 이론 연구가 시행되었다(34,35). Reason은 

1980년대 발생한 많은 대규모 참사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잠재적인 인적오류가 기술적인 실패보다 더 심각하

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장비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행동이 나쁜 결과를 방지하거나 완화시

킬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체르노빌 참사에 관한 어느 분석(36)은 체르노빌 발전소의 ‘열악한 안전 문화’에 관한 증거(37)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조직적인 오류와 작동 과정의 위반이 실제로 사건 발생에 기여한 조직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

다. 체르노빌 조사는 만연한 조직 문화에서 규칙과 절차 위반을 용인하는 범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교

훈을 준다. 이것은 이전의 ‘챌린저’호 폭발 사건의 특성이기도 하다(38). 이 폭발 사건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위

반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관례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다(조사단은 우주선 디자인 결함과 함께 불충분한 의사

소통이 폭발의 원인일 수 있었음을 발견함). Vaughan은 챌린저호 폭발 사건의 결과를 분석하였고, 불완전한 

환경에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위반’을 초래하

는지를 설명하였다. Vaughan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위험한 사정의 정상화(normalization)

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자 B.1.1.    ‘챌린저’호 폭발

‘챌린저호’의 폭발을 일으켰을 수 있는 위반 사항

챌린저호의 마지막 임무 1년 전, 기술자들은 외부 연결 부위의 디자인 결함에 관해 논의하였다. 문

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각 임무 전 NASA와 Thiokol(추진 로켓을 디자인

하고 만든 회사)의 직원 모두 고체연료 추진 로켓이 운행에 안전하다고 확인하였다(참고: McConnell 

M. Challenger: a major malfunction. London, Simon & Schuster, 1987:7). 챌린저호는 치명적인 

사고 발생 전까지 9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Reason은 산업에서 얻은 교훈을 보건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위해사건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였다

(39). 그는 인간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인간이 일하는 환경 조건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우므로, (개인 비난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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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둔, 보다 흔한 개인적 접근과 대비되는) 시스템적 접근만이 더 안전한 보건의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는 시스템적 접근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산업의 내장된 방어체계, 안전 장치, 장벽(barriers)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사용하였다.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면, 즉각 떠올리는 질문은 ‘누가 실패를 유발했는

가?’가 아니라, ‘왜 실패가 발생했는가?’이어야 한다(예, ‘어떤 안전 장치에 문제가 있었는가?’). Reason은 시

스템의 각 단계의 결함이 어떻게 사고/실수/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치즈 모델을 고

안하였다(40).

아래에 소개한 Reason의 스위스 치즈 모델(그림 B.1.1)은 위해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잠재적인 요인, 

오류 유발 요인, 가시적 실수, 방어)을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은 조직의 한 층에서 발생한 실수는 대개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 

세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는 주로 여러 층(예, 규칙 위반, 불충분한 자원, 불충분한 감독, 경험 부족)에서 많은 

실수가 발생하고, 그 실수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의 궤도를 형성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저년차 의사가 제

때에 적절한 감독을 받는다면, 투약오류 발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Reason은 ‘심층적 방어’ 원칙(41)을 제시하였다. 심층적 방어 원칙은 하위 단계의 실패

에 대응해 보호하기 위해 성공적인 보호의 단계(이해, 의식, 경고, 시스템 회복, 안전 장벽, 억제, 제거, 피난, 

탈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거나 ‘가시적’ 실수가 허용되는 숨겨진 잠재

적인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실패를 예상하도록 조직을 설계한다.

그림 B.1.1.    스위스 치즈 모델: 위해사건과 관련된 단계와 요인  7

출처: Coombes ID et al. Why do interns make prescribing errors? A qualitative study.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2008 
(Adapted from Reason’s model of accident caus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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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역사와 비난 문화의 기원 8  9  

보건의료에서 전통적으로 실패 및 실수를 관리하던 방식은 개인적인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사

건 발생 시점에 환자 케어에 참여한 개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보건의료에서 

이러한 ‘비난’ 행위는 흔한 문제 해결방식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비난 문화’라고 부른다. 2000년 이후, 보건의

료 관련 문헌에서 비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42). 이것은 개인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 한, 시스템적인 향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난할 대상을 찾고자 하는 것

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위험 관리(40, 43-46)와 케어를 향상시키는 능력을 저해하는 제약 중 하나로 생각된다. 예

를 들어, 한 환자가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개별적

인 학생, 약사, 잘못된 약물을 처방, 준비하거나 투여한 간호사나 의사를 찾아 환자 상태에 대해 비난한다. 책

임이 있다고 드러난 개인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개선을 위한 훈련, 징계성 면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단

순히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도

록 도울 수 있게 정책과 절차를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 보호와 잘못된 약물의 투여를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실패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여전히 개별 의료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왜 비난하는가?

‘왜 위해사건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누군가를 비난하

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며, 만약 비난할 누군가가 있다면 사건 조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

로 더 만족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귀인 이론에 따라, 무엇이 특정 사건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이론의 전제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비난하려는 우리 욕구의 중심에는 처벌 행위가 오류를 용인할 수 없으며, 오류를 일으킨 사람은 처벌받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 가정의 문제점은 위반자는 올바른 절차

를 택하기보다, 오류를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잘못하

였다는 것이다. 개인은 훈련을 받았고, 전문적/조직적 지위를 가지므로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이 알아야만’ 한

다고 생각한다(47). 개인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가해자를 찾게 만든다. 전문가는 그들의 훈련 및 행동 

지침의 일부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사건의 법적인 책임을 관리자급의 사람에게 돌리는 것보다 직

접 치료에 관여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돌리는 것이 더 쉽다(47).

1984년, Perrow (48)는 60~80%의 시스템 실패가 ‘조작자 오류’에 의한 것임을 관찰하고, 개인에게 ‘손가락

질하기(pointing the finger)’를 멈춰야 한다고 처음 기록한 사람 중 하나이다(5).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실

수에 대한 문화적 반응은 오류를 일으킨 시스템 관련 문제를 언급하기보다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 관

행을 뒷받침하는 것은 개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훈련을 받으므로, 업무 실수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개인의 업

무 수행 실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Perrow는 이러한 사회기술적 장애는 복잡한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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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자연스런 결과라고 믿었다(31).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이론에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에서 인적요

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추가하였다(49).

Reason(40)은 Perrow (48)와 Turner (33)의 초기 연구에 근거하여, 인적오류에 관한 2가지 추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개인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해 억제되고 지배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원이 만든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

았던 행동을 쉽게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치대학생은 동의서에 관한 

규칙을 잘 모를 수 있다. 어떤 간호대학생은 시술 전에 서명한 동의서가 의무기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의 중

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또는, 그 환자가 무엇에 서명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학생에게 표현할 

수 있고, 그 학생은 이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오류의 원인으로 개인적, 업무적, 상황적, 조직적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치대학생, 의대학생, 간호대학

생이 올바른 외과적 손씻기를 하지 않고 멸균 영역에 들어갔다면, 그 학생은 올바른 방법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

나 다른 사람들이 외과적 손씻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세정제가 다 떨

어졌을 수도 있고, 그 학생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둘렀을 수도 있다. 숙련되고, 경험이 많으며, 전반적

으로 좋은 의도를 가진 직원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람보다 상황을 개선하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직원이 적절

한 손씻기 기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술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감염 위험성이 감소할 것이다.

Reason는 사건 발생 후에 현명해지는 이른바 ‘사후 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에 대해 경고하였다. 심

각한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자신의 행동

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옳다고 보이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35).

오늘날 대부분의 복잡한 산업/최첨단 기술의 관리자들은 비난 문화가 안전 문제를 표면화하지 못하게 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50). 많은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는 아직 손가락질하

거나 은폐하는, 흔한 개인적 접근에서 벗어나, ‘방어 체계’의 실패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개방

적 문화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은 사고가 생겼을 때 장비 설계, 절차, 훈련, 다

른 조직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조직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일상적으로 검사한다(51).

위반

오류 및 실패 분석에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이 비난하지 않는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화에서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역량을 유지하고, 윤리적으로 일하는 것을 요구한다. 시스

템적 사고에 관한 학습에서 학생은 신뢰받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44).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잘못된 손위생 기술을 수행하거나, 경력이 적고 경

험이 없는 의료인이 적절한 지도 없이 일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보건의료인이 지켜야 할 규약을 매일 깨고 있

는 것이 일부 어려운 점이다. 학생은 병동이나 클리닉에서 의료인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 Reason은 시스템에서 위반의 역할을 연

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오류 관리에 대한 시스템 접근뿐만 아니라 적절한 법, 

자원, 도구를 갖춘 효과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0).



126          파트 B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Reason은 위반을 안전한 운영 절차, 표준, 규칙에서의 일탈이라고 정의했다(40). 그는 일상적 위반(routine 

violations)과 최적화 위반(optimizing violation)을 개인의 특성과 연결하고, 필요 위반(necessary violation)

을 조직적 실패와 연결하였다. 

일상적 위반(routine violations)

일상적인 위반의 예는 보건의료인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해서 환자와 환자 사이에 손위생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Reason은 이러한 위반이 일반적이며 종종 용인된다고 하였다. 보건의료에서의 다른 예로는 근무 교

대(인수인계)에서의 직원 간 불충분한 정보 교환, 프로토콜 불이행, 대기 당직 중 호출 불응이 있다.

최적화 위반(optimizing violation)

최적화 위반의 예는 경력이 많은 보건의료인이 담당 환자로 인해 바빠서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고 학생이 

처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탐욕, 위험 감수에서 오는 설렘, 실험적 치료 시행, 불필요한 시술

의 수행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이 하는 위반을 포함한다.

필요 위반(necessary violation)

필요 위반의 예는 간호사와 의사가 알면서도 약물 투여(혹은 처방)의 중요한 단계를 시간 부족의 이유로 생

략하는 경우 또는 조산사가 시간 제약 때문에 한 여성의 경과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이다. 위험하거나 해롭다

고 알고 있는 행동을 고의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적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전문직 행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관리하는 기반이 취약하면 일탈 행위가 자주 나타나

는 환경이 조성된다.

오류와 실패에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그 오류와 가장 가까

이에 있던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시스템적 접근을 하면, ‘누가 그것을 했는가?’보다 ‘무엇이 일

어났는가?’를 알기 위해 전체 케어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 있는 많은 요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인 다음에야, 한 개인이 책임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환자안전 모델 10  

10여 년 전, 미국 IOM이 국가 보건의료 질 원탁회의(National Roundtable on Health Care Quality)를 소

집했을 때 환자안전의 긴급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다른 산업에서 배운 교훈이 전 세계 환자안전에 관한 토

론과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 교훈이란 환자 케어를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데 질 향상 기법을 적용하고, 오

류와 실패를 최소화하는 도구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모든 지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라는 맥락에서 안

전 과학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WHO와 회원국도 케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

여 보건의료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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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으로서 환자안전의 출현은 인지 심리학, 조직 심리학, 공학과 사회학 같은 다른 학문 덕분에 가능했다. 

이러한 학문에서 나온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여 질과 안전에 관한 대학원 과정과 보건의료인을 위한 직업 전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환자안전 교육이 개발되었다.

업무 현장에서 환자안전 원칙과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보건의료인에게 질과 안전에 관한 정식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이 잘못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모든 상황

에서 환자안전 고려사항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인은 위해사건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효과적인 팀원이 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안전에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의사

소통의 역할에 관해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이다. 뛰어난 팀원이 되기 위한 훈련은 전문직 학교에서 시작한다. 

역할을 대신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 팀워크에 중요하다.

환자안전의 리더들은 환자안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환자안전은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 과학의 방법을 보건의료 부

문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한 속성이기도 하다. 환자안전은 위해사건의 빈도와 영향을 최소

화하고, 위해사건에서 회복을 최대화한다(52)”

이 정의는 환자안전의 개념적 모델의 범위를 제시한다. Emanuel 등(47)은 간단한 환자안전 모델을 설계했다.

이 모델은 보건의료시스템을 다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1. 보건의료에서 일하는 사람

2.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치료적 중재를 위한 시스템의 인프라(보건의료 전달 과정)

4. 피드백과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방법

이 모델은 다른 품질 설계 모델과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53), 그 특성에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이해, 서비스

와 시설 간 성과의 다양성 인식, 변화를 실행하고 측정하는 법을 포함하는 개선 방법의 이해, 그리고 그 시스

템에서 일하는 사람, 그들 간의 관계와 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11  

환자안전 개념을 모든 보건의료 활동에 적용하는 방법  

학생들이 환자안전 지식을 자신의 임상 전문 실무에 통합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환자와 관계 형성하기 12  

보건의료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인 환자 개개인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반드시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은 환자가 질병과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병이 환자들과 가족에게 

주는 영향은 어떠한지 환자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케어는 환자가 질병에 대한 경험, 사회

적인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태도, 치료 방법에 대한 가치와 선호를 표현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학생과 지도자는 환자들에게 학생이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학생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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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가족에게 소개할 때, 항상 ‘학생’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학생을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이라고 생

각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신규 치과의사’나 ‘신규 간호사’, ‘학생 의사’, ‘젊은 약사’, ‘보조원’, ‘동료’라고 표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직함은 환자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감독자나 지도자가 말한 것을 정정하게 되더

라도, 학생이 환자에게 자신의 정확한 지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때때로 학생과 환자 앞에서 학생들이 자신감이 생기도록 학생들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 시점에 지도자의 말을 바로 정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처음 함께 일할 때 지도자가 평소에 환자에게 학생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생은 환자와 가족에게 그들이 사실은 학생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실패와 관련 있는 다수의 요인 이해하기 13

학생들은 보건의료 실수나 진료 실패의 이면을 보고, 하나의 위해사건에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이 기저요인에 관해 질문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시스템적 관점

에서 오류를 생각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팀 회의나 토론 그룹에서 가장 먼저 ‘누가 관련되었는가?’

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능한 오류의 원인에 관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Why’ 기법은 연루된 사람보다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계속 논의하는 방법이다(답이 주어질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계속 질문하라).

상자 B.1.2.    5 ‘Whys’

5 Whys

서술문: 간호사가 다른 약을 주었다. 

왜?

서술문: 왜냐하면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명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왜? 

서술문: 왜냐하면 그 의사는 피곤했고, 시간이 한밤중이라, 간호사는 의사에게 약물명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서술문: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성질이 고약하고, 자신에게 소리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이다. 

왜?

서술문: 왜냐하면 그는 지난 16시간 동안 수술방에 있어서, 매우 피곤했기 때문이다. 

왜?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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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생 시 비난하지 않기

학생들이 위해사건에 연루될 때 서로 지지하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 동료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

생들이 오류를 공개하지 않으면, 오류에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위해사건에 관한 

논의에서 종종 배제된다. 또한, 몇몇 학교, 병원, 클리닉은 이런 회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반드시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오류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그들이 오류에서 배우는 환자안전 전략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의료 관련 법을 두려워하고, 관리자의 개입을 걱정할 수

도 있다. 다행히 환자안전 개념이 보건의료에서 훨씬 더 널리 알려지고 논의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케어를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을 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감독자에게 그들의 기관이 위해사건

을 검토하는 사망 및 상병 사례와 같은 회의나 기타 동료 평가 포럼을 여는지 질문할 수 있다. 훈련 및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자신의 오류를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근거 기반의 케어의 수행

학생들은 근거 기반의 실무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알고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만 한다. 학생은 임상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

침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은 가능하다면 근거 기반이어야 

한다.

환자 케어의 연속성 유지하기

보건의료시스템은 환자와 가족에게 연속성 있는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환자가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겪는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시스템이 실패할 수 있는가를 이해

하는 데 필요하다.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너무 오래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케

어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케어 연속성의 고리가 끊어지고, 환자를 나쁜 결과에 취약하게 만든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학생들은 자신과 동기, 동료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 학생들이 주치의를 두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

도록 격려해야 한다. 학생이 어려움(정신 질환, 약물, 알코올 장애)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격려해야 한다.

항상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좋은 보건의료인이 되는 것을 배우려면 환자와 관련된 임상 실무 경험뿐 아니라, 존경받는, 경력이 많은 보

건의료인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가진 특권 중 하나는 실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학생이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미래의 보건의료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환자를 인터뷰하고, 검진하고, 치료하는 기회는 각 개인이 허락해 준 특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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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는 학생이 환자를 검진할 수 없다. 학

생들은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각 환자에게 항상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환자가 언제든지 이 특권을 취소하고 학생이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교육 클리닉에서도 임상 지도자가 교육 활동에서 환자의 협조가 완전히 자발적이라는 점을 환자에게 알리

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 지도자와 학생들은 학생이 환자에게 인터뷰나 검진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구두로 동

의를 얻어야만 한다. 학생이 환자에게 검진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때, 환자는 그 검진이 주로 교육적인 목

적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요청에 적절한 단어 선택의 예는 ‘이 학생이 당신의 상태를 더 알 수 있도록 

질병에 관해 질문하고, 당신을 검진해도 괜찮으시겠어요?’이다. 

환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케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모든 환자

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육 활동에서는 구두 동의로 충분하지만, 서면 동의가 필요한 때도 있다. 

학생은 필요한 동의의 유형에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해야 한다.

환자가 얻는 이익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비해 부수적이므로 교육 활동에 환자를 포함할 때는 특별한 주

의를 하여야 한다. 환자 케어와 치료는 대개 학생 참여에 의존하지 않는다. 

보건의료 교수자와 학생을 위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모두에게 보호막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교수진에게 학생과 치료 허락을 받은 환자 간 관계에 관한 방침을 만들도록 요청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적

절하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환자를 보호하고 높은 윤리 기준을 장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

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인을 위한 대부분의 학교는 보건의료 교육 내 ‘숨겨진 교육과정’의 문제를 알고 있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느끼고(54),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학생과 훈련생은 비슷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드물지만 임상 

감독자가 비윤리적인 환자 관리나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는 환자 관리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경

우, 교수는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감독자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종종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에서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할 혼동이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사기 진작과 학생의 전문성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안전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보고하는 방법을 배

우는 것이 환자안전의 기본이며, 이는 보고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량과 관련이 있다.

학생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법적, 윤리적 의무를 알아야 한다 (12). 이것은 부적절한 지도

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혹은 적어도 다른 관점

을 얻는) 최선책은 학생이 해당 보건의료인이나 책임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환자가 이 논의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그 문제와 지도나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보건의

료인이나 책임자가 제기된 문제를 무시하고 학생에게 진행하도록 지시하면, 그 상황에서 진행할지 중단할지

에 대해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 계속하기로 결정하려면, 환자가 동의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환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학생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

감독자가 실습 학생에게 무의식이거나 마취된 상태인 환자를 검진하라고 하는 경우, 환자가 사전 동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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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면 학생은 왜 진행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수진이나 클리닉의 다른 사

람과 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학생이 환자 케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적절한지 확

신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경험이 많은 다른 교수와 상의해야 한다.

잘못으로 보이는 행동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불공평한 처우를 받아 왔다고 느끼는 모든 학생은 경력이 많

은 감독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안전한 보건의료 제공에 환자안전의 역할 인정하기 14  

학생이 임상 환경이나 근무 현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임상 환경에 진입하

기 전에, 학생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관해 질문하고, 위해사건을 확인하는 과정

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관해 질문하라 T3

환자 케어와 치료의 성공 여부는 특정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의료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

다. 환자의 집에 냉장고가 없다면, 환자에게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인슐린을 처방해 집으로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주제 3)은 학생이 보건의료시스템의 다른 부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환자 케어의 연속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해사건 관리 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라 T3  T4  T6  

대부분 병원과 클리닉은 위해사건을 확인하는 보고 시스템이 있다. 학생이 위해사건을 알고, 클리닉이 위해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의무가 없다면, 학생은 적절한 사람에게 위해사건

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보고와 사건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보고와 사건 관리는 

[주제 3, 4, 6]에서 다룬다).

교육 전략 및 방법

이 장에서 사용한 발생률 자료는 문헌으로 출판되었고, 수많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자료이다. 일부 지도

자는 자신의 국가 유병률 자료를 사용해 환자안전에 관한 사례를 만들고 싶어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

문적인 문헌에서 얻을 수 없다면, 지역 의료서비스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인이 위해사건 발생률을 측정하도록 도와주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트

리거 도구가 인터넷에 있다. 특정 국가나 기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치가 없다면, 교수자는 감

염률과 같은 케어의 한 영역에 관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감염률 정보는 공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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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염률을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의 전파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직종과 관련된 

위해사건에 관한 문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 장은 부분으로 나누어 기존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소그룹으로 교육하거나 단독 강의로 교육할 수도 

있다. 이 장을 강의로 교육한다면, 이 장의 끝에 제시한 슬라이드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의법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므로, 교육과정 지침의 파트 A에 환자안전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설명하

였다. 

소그룹 토의  

지도자는 아래에 제시한 활동을 사용해서 환자안전에 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접근 방법으

로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환자안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

은 주제에서 다루는 분야에 관해 토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아래의 제시된 개요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현지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환경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해사건과 시스템 실패로 발생한 해를 교육하는 방법:

• (신문과 텔레비전) 미디어의 사례를 사용한다.

• 병원과 클리닉에서 신분 정보를 삭제한 사례 연구를 사용한다.

• 사례 연구를 사용하여 환자 이동의 순서도를 작성한다.

•   특정한 행동을 통해 위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시기와 잘못한 모든 일을 브레인스토밍하기 위해 사례 연

구를 사용한다

• 위해사건을 경험한 환자를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시스템 실패, 위반, 오류의 차이점을 교육하는 방법:

• 위해사건 관리를 위한 다른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사용한다.

• 학생들이 근본원인분석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학제간 팀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영향을 기술하도록 한다.

상호적인/전달 중심의 강의  

소속기관이나 국가에서 존경받는 보건의료인을 초대하여 업무 현장에서의 보건의료 오류에 관해 이야기하

도록 한다. 가능한 사람이 없다면,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실무자가 오류에 관해 설명하고, 어떻게 보건의료시

스템이 모두를 오류에 노출시키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사용한다. 환자안전 분야의 리더들이 만든 연

설 비디오 클립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 오류에 관해 듣고, 오류가 환자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듣는 것은 환자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작이다. 학생들을 격려하여 발표에 반응하도록 할 수 있다. 환자안

전을 주목하는 것이 안전한 임상 실무를 위해 필수적인 이유와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지도자는 이 장에서 제

공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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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로 수업을 시작하고, 그 시나리오

가 제시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학생이 알아내도록 하라. 이 장의 끝에 제시한 WHO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지침으로 사용하라.

이 장의 다른 부분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에 열거하였다.

다른 산업에서 오류와 시스템 실패의 교훈

•   공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른 학문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시스템 실패, 안전 문화, 오류 보고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한다.

• 항공산업 분야의 사람을 초대하여 그 산업의 인적오류에 관한 반응을 이야기한다.

환자안전의 역사와 비난 문화의 기원

• 경력 많고 존경받는 보건의료인을 초대하여 비난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이야기한다.

•   우수한 질 및 안전 담당자를 초청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위해사건 관리를 위해 가동 중인 시스템에 관해 

토론한다.

시뮬레이션  

위해사건과 오류를 보고하고 분석할 필요성에 관한 다른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각 시나리오에서 시

스템이 실패를 일으킨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던 방법과 미래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수행해

야 할 단계를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라. 

기타 교육 활동

학생들이 환자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많이 있다. 다음은 학생들이 혼자 혹은 짝지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예이다. 

• 한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여정을 따라간다.

• 다른 분야의 보건의료인을 하루동안 관찰하고, 그 직종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확인한다.

• 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질병과 상태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   당신의 학교나 의료서비스가 위해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프로세스나 팀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관찰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자에게서 허락을 받도록 한다.

•   자신이 소속된 학교가 사망 및 상병 사례 회의, 위해사건을 검토하는 동료 평가 회의, 질 향상 회의를 수

행하는지 알아본다.

• 비난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관찰한 임상 오류에 관해 토론한다.

일하고 있는 임상 환경에서 보건의료인이 사용하는 주요 프로토콜에 관해 질문한다. 학생들은 가이드라인

이 만들어지는 방법, 직원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사용하는 방법,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고 일탈이 발생

하는 시점에 관해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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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이 장의 도입부에 Caroline의 이야기를 설명하였다. 이 사례는 케어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케어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출산에서 25일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Caroline은 총 4개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었다. 각각의 의사 및 간호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책임을 넘겨줄 때, 케어의 연속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 잠정적인 진단과 

감별 진단을 적절히 기록하지 않고, 퇴원 요약과 치료 의뢰를 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는 농양을 늦게 진단하

게 되었고, 결국 Caroline이 사망하였다. 

사례를 읽고 학생에게 그녀의 케어 및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기저요인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라.

압박감에 시달리는 치대학생

이 사례는 어떻게 사건의 고리가 의도치 않은 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 충전제의 수, 

충치가 치수(pulp)까지 침범한 정도,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으나 놓친 여러 차례의 기

회, 이 모두가 위해사건에 영향을 주었다.

고혈압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63세 남성 Peter는 몇 개의 치아를 때우는 일정이 잡혀있었다. 치과 클리

닉 예약이 있는 당일 아침, 그는 항상 먹는 고혈압약과 항응고제를 복용했다. 

치대학생이 치과 클리닉에서 Peter를 맞이했고 치아를 때우는 일을 진행했다. 그 치대학생은 Peter에게 치과

용 마취제를 투여해도 되는지 감독자의 허가를 구했으나, 마취제 투여 전에 Peter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

다. 그는 2개 캡슐의 1:100,000 Epinephrine과 2% Lidocaine을 투여했고, 위쪽 치아 2개의 충치 제거를 진행

했다. 이 중 1개 치아의 충치가 치수에 매우 가까운 것을 발견하고, 세 번째 캡슐을 점심 시간 전에 투여했다.

Peter는 오후에 더 많은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 치대학생은 아래턱을 마취하는 것에 대해 감독자의 

허가를 구했으나, 이번에도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Peter에게는 6시간에 걸쳐 총 180 mg

의 Lidocaine과 0.09 mg의 Epinephrine이 들어 있는 5개의 캡슐 주사기 카트리지(각 1.8 mL) 마취제가 투

여됐다. 오후 3시에 Peter는 불편함을 느끼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땀이 나는 발한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혈압은 240/140이었고 맥박은 88이었다. 치대학생은 그의 감독자를 불렀고, 그들은 응급차를 요청하였

다. 응급구조사가 도착하였고, Peter는 고혈압성 긴급증(hypertensive emergency) 치료를 위해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질문

-   치대학생이 하루 중 어떤 시점에서도 Peter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

인가?

-   치대학생은 감독자에게 Peter의 병력에 관해 이야기했는가? 클리닉에서 활력징후 확인을 일상적으로 생

략하고 있는가?

- 미래에 이런 종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까?

출처: Case suppli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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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환경에서의 환자안전

이 사례는 실무 현실을 보여주고, 중요한 결과를 간과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다룬다.

Mary는 임신 26주인 여성으로, 이제 막 산전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벼운 빈혈로 인해 철분 

보충제를 섭취하는 중이었고, 종종 변비가 발생하였다. Mary는 변비로 인해 식이를 바꾸었다. 또한, 그녀는 

임신 동안 여러 차례 질 감염을 앓았으나 심하지는 않았다.

임신 27주가 되었을 때, Mary는 복부 통증이 심해져 조산사를 호출하였다. 조산사가 질 내 검진을 하였고, 

자궁 경부가 중간 정도로 단단하고, 가운데 위치하고 닫혀 있으며, 길이가 1cm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조산사는 Mary의 통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조산사는 진단을 내렸고, Mary에게 

Braxton-Hicks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산사는 Mary와 이틀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틀 후 조산사가 방문하였을 때, Mary는 복통은 멈췄지만, 약간의 출혈이 있으며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산사는 Mary에게 질 내 검진 후의 소량 출혈은 정상이며, 그녀가 더 휴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검진 4일 후, Mary는 질 분비물이 증가한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간헐적인 복통이 있어서 다시 조산

사에게 전화하였다. 그 조산사는 복통은 변비 때문이라고 말하며 Mary를 다시 안심시켰고, 임신 중 질 분비

물 증가는 정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몇 시간 후, Mary에게 더욱 심하고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발생하였고, 조

기 진통으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되어 조산아를 출산하였다.

출산 12시간 후, Mary가 낳은 여자 아기는 폐렴을 진단받았다. 입원 후 출산하기 직전에 시행했던 질 세포

검사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e (Group B Streptococcus)균에 의한 감염이 진단되었다.

질문

- 조산사가 자신이 내린 기존의 진단을 유지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가?

- Mary가 폐렴이 걸린 조산아를 출산하는 데 관련된 시스템적 기저요인은 무엇인가?

출처: Case supplied by Teja Zaksek, Senior Lecturer and Head of Teaching and Learning, Midwifery Department, 
University of Ljubljana Health Faculty, Ljubljana, 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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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사정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

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장에 적합하다. 환자안전 학습에 관한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학생들을 격

려하라. 포트폴리오 접근법의 장점은 환자 훈련 프로그램 말미에 입사 지원서나 미래의 경력에 사용할 수 있

는 환자안전 활동의 모음집을 각 학생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환자에게 발생하는 잠재적인 해, 다른 산업에서의 교훈, 위반, 비난 없는 접근, 환자안전 모델에 관한 지식

을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 사례 기반 토의(CBD)

•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SCE)

• 의료시스템과 일반적인 오류의 가능성에 관한 관찰 보고서

학생에게 주제에 관해 회고하는 반성적 진술문(reflective statements)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에서 환자에 대한 위해사건의 영향

• 환자 위해와 과실에 관한 언론 보도의 지역사회 반응

• 학생 멘토링에서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의료시스템에서 환자의 역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모두 가능하며, 만족/불만족의 범위로 순위를 매겨 채점할 수 있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서 환자안전 주제에 적합한 평가 유형에 관한 장을 참고하라. 평가 방식의 몇 가지 예제도 파트 B, 부록 

2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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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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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강의 슬라이드: 환자안전이란?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1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경

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약물명은 WHO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에 따라 표

기함(http://www.who.int/medicines/services/inn/en/;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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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견인기의 개수를 세지 않음

Suzanne은 지난 10년간 4번의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술은 B병원에서, 네 번

째 수술은 C병원에서 받았다. 네 번째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지 두 달 후, Suzanne은 심한 항문 통증으

로 인해 C병원을 방문하였다.

의사는 전신마취 하에서 항문 확장을 하고, 끝이 구부러진 외과적 견인기(길이 15cm, 폭 2cm)를 직장

에서 회수했다. 이것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류의 기구로, 새겨진 이니셜은 그것이 B병원에서 온 것

임을 나타냈다. 그 의사는 Suzanne이 받았던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 그 견인기가 몸 속에 남겨졌으며, 복

막을 통해 직장으로 서서히 이동했다고 생각했다.

2년 전, 세 번째 제왕 절개 당시에는 흉터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네 번째 제왕절개 수술을 한 

외과의사는 심한 복막 유착이나 흉터를 발견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 번째 제왕절

개 수술 중 Suzanne의 몸 속에 기구가 남겨져 2년 이상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출처: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9-2000, New South Wales Government 

(Australia), 2001:58.

서론 – 인적요인(human factors)의 적용이 왜 중요한가? 1

인적요인 연구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목표를 가지며, 효율성, 창조성, 생산성 및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

목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1). 인적요인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해로운) 보건의료 위해사건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료

기관 종사자는 인적요인의 원칙에 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어야만 한다. 인적요인의 기본을 이해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은 미생물학을 이해하지 않은 감염 관리 전문가와 마찬가지이다.

키워드

인적요인(human factors), 인간공학(ergonomics), 시스템, 인간의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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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2

학생은 인적요인과 환자안전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지식을 임상/전문 환경에 적용해야 한다.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3

학생은 인적요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적요인과 환자안전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수행 요구사항 4

학생은 그들의 업무 환경에서 인적요인에 대한 지식을 적용한다.

호주의 보건의료 안전과 질 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가 출

판한 아래 상자 B.2.1은 인적요인과 보건의료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을 보여준다.

상자  B.2.1.    보건의료의 인적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보건의료의 인적요인

Q. ‘인적요인’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인적요인은 사람이 일하는 어디에서나 적용된다. 인적요인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이라는 보편적 속

성을 인정한다. 인간의 오류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근로자가 충분히 주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 훈

련받으면,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완전성’ 모델이라 불릴 수도 있다. 우리와 국제적인 전문가

의 경험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비생산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Q. 인적요인 연구가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인적요인은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인간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인간 행위, 능력, 한계 및 다른 특징에 대한 정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제, 업무 및 환경 디자인에 적용한다.

Q. 보건의료에서 인적요인 문제가 왜 중요한가?

  A. 인적요인 문제는 보건의료 위해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보건의료와 항공산업과 같은 다른 고위험 산

업에서 인적요인은 심각하고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시스템은 오류

의 잠재성을 인지하고, 실수의 발생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전

략을 개발함으로써 더 안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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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인적요인 관리는 오류와 근접오류를 최소화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방적인 기술의 적용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위해사건과 근접오류를 보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업무 문

화는 보건의료시스템과 환자안전을 향상시킨다.

항공산업은 안전을 향상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인적요인을 받아들인 산업의 좋은 예이다. 1980년대 중

반부터 항공산업은 공개적으로 오류를 처벌하며, 지속 불가능하고 변함없는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항공산업은 인적오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 접근 방식의 좋은 사례는 매년 평균 1,000만 번의 이착륙에도 불구하고 1965

년 이후 민간 항공에서 치명적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연 10건 미만이었으며, 사고의 대부분은 개발도

상국에서 일어났다는 항공안전기록이다.

출처: Human factors in health care.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06(http://

www.safetyandquality.gov.au/wp-content/uploads/2012/01/humanfact.pdf; accessed 1 July 2016).

인적요인과 인간공학 5

인적요인과 인간공학이라는 용어는 일하는 개인, 수행 중인 업무, 근무 현장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된다. 이 용어들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적요인 연구는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해부학, 생리학, 물리학, 

생체 역학과 같은) 많은 학문을 사용하여 확립된 학문이다. 우리는 인적요인의 정의를 ‘업무를 올바른 방식으

로 더 쉽게 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에 관한 연구’라고 한다.

인적요인의 또 다른 정의는 ‘인간,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는 도구, 일하는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

구’이다(1).

인적요인 지식의 적용

사람이 일하는 곳 어디에서든 인적요인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에서 인적요인의 영향에 관한 지

식은 보건의료인이 그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인적요인 공학 분야

에 포함된 것들이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과학이므로 인적요인 원칙의 적용은 환자안전과 매우 관련이 있다. 

인적요인 원칙은 우리가 안전한 처방과 조제 기술을 사용하고, 팀에서 잘 의사소통하고, 다른 보건의료인 및 

환자와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확신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한때는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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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업무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한 결과로 매우 복잡해졌다. 보건의료의 많은 부분은 치료를 제

공하는 인력에 의존한다. 인적요인 전문가는 보건의료인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환경과 함께 그 환경의 일부

로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공부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인적요인 원칙의 적용은 보건의료인이 환

자를 더 쉽게 케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인적요인 원칙은 항공이나 제조와 같은 어떠한 환경과 산업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군대는 수년간 인적요

인에 관한 지식을 시스템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적용해 왔다(2). 6  

다른 산업에서의 교훈과 예시는 우리가 보건의료에서 인적요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많은 위해사건의 근본 원인은 시스템 내에서 사람 사이의 의사소

통 오해 및 그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건의료팀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각 사람

이 한 번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적요인 공학 연구는 완료해

야 하는 업무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자신이 간

단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그 절차의 단계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당면한 과제에 집

중하는 동안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적요인을 이해하고 인적요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환자안전 분

야의 근본이다(3). 7   

인적요인 전문가는 가장 넓은 범위의 보건의료인들에게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더 쉽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좋은 인적요인 설계의 목표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개인

에게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하다. 이것은 환자의 취약성, 불안해하는 가족 구성원, 침착하고 열정적이며 

능숙한 임상의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서두를 수도 있는,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측면에서도 시스템 디자인 문제에 관해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8  9  

인적요인 전문가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1) 약 처방과 조제, (2) 인계(인수) 정보, (3) 환자 이송, (4) 약물 

및 다른 처방의 전자 기록, (5) 약 준비와 같은 업무를 쉽게 하는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가이드

라인과 원칙을 사용한다. 이러한 업무가 보건의료인을 위해 더 쉽게 만들어진다면, 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소프트웨어(컴퓨터 처방지시 입력 시스템과 약물 조제 지원 프로그램), 

하드웨어(자동주입 펌프), 도구(메스, 주사기, 병상), 알맞은 조명과 같은 업무 환경의 적절한 물리적 배치를 

포함하는 디자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에서 기술적인 혁명은 오류와 인적요인의 관련성을 증가시켰는

데, 이는 기술과 보건의료 장비가 잘못 다뤄질 때 위해의 잠재성이 크기 때문이다(3). 인적요인에 관한 지식은 

피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피로한 보건의료인은 기억을 잊고 실수하기가 

더 쉬운데, 피로가 수행능력을 손상시키고 감정 기복, 불안, 우울,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4, 5). 한 간

호사가 직원 부족으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그 간호사가 수면 부족을 겪고 오류를 범하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0  11  12  13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적요인에 관한 연구는 의사소통, 팀워크, 조직문화와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장비 설계를 포함하는) 인간 대 기계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한다. 인적요인 공학은 특히 기술 및 인

간의 업무 환경 내에 있는 물리적인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과 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환경 사이에서 

가장 잘 조화되는 것을 찾아내고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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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는 근무 현장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설계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지만, 위험을 

완화하고 제한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인적요인 연구는 그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활동 사이의 변화 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해 

우리가 이용하는 근무지와 장비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피로, 스트레스, 불충분한 의사소통, 혼란, 부적절한 지식과 기술이 보건의료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보건의료인이 위해사건 및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

문이다. 인적요인 연구의 기초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으

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반응한다. 오류는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주

제 5]를 참고하라). 16  17  T5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는 적절하게 유지될 때, 전반적으로 매우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사실 

기계와 비교하면 인간은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작업 기억 용량으로 인해 정보 처리 능력

이 제한된다. 하지만 인간은 매우 창의적이고, 자각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고가 유연하다(6).

인간은 주의가 산만하기도 한데, 이는 강점이자 약점이다. 주의산만은 드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아

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은 상황을 재빨리 인지하고 반응하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하지만 산만해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이 오류를 범하게 한다. 인간이 주의가 산만해질 

때, 업무나 상황의 가장 중요한 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의

대학생이나 간호대학생을 생각해보라. 그 학생이 혈액 샘플을 채취한 다음, 정리 과정에 있을 때 다른 병상에 

있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한다. 그 학생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른 환자를 도우러 가서는 혈액 검체 튜브에 

라벨을 붙이지 않았음을 잊는다. 또는 약사가 전화상으로 약물 처방지시를 받는 동안 질문하는 동료에 의해 

방해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 상황에서 약사는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주의산

만의 결과로 인해 약물이나 용량 확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상황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속임수’를 쓰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 18  19  

20  

선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숙련도, 지적 능력, 동기, 주의집중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된다. 

보건의료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을 오류라고 말하고, 오류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  22  23  

이것은 오류를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기보다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므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오류는 두뇌가 있다는 것의 불리한 면이다. Reason(6)은 오류를, 의도한 결

과를 얻기 위해 계획된 행위의 실패, 혹은 실제로 일어난 것과 일어났어야 했던 것 사이의 차이라고 서술하

였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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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인간이 쉽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7). 이것은 

특히 학생과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게 중요하다.

많은 개별 요인이 인간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이 실수하게 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

인은 피로와 스트레스이다. 피로와 수행 장애를 관련 짓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며, 환자안전에서 피로

가 위험 요인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환자안전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피로와 제 기능을 못하는 수행능력 사

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8). 장시간의 근무는, 많은 국가에서 운전을 금하는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mmol/l와 동일하게 수행 능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9). 27  28  

스트레스와 수행 능력의 관계는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심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약한 스트레스도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약한 스트레스는 지루하게 만들고, 

적절한 경계심을 가지며 일하지 못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29  30   

항공산업은 조종사가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기 위해 수많은 개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다.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신이 최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인 오류 감소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항공산업에서 개발된 머리글자 IM SAFE(질환(illness), 약물(medication), 스트레스(stress), 알코올

(alcohol), 피로(fatigue), 감정(emotion))는 어떤 사람이 매일 작업 환경에 들어갈 때 작업하기에 안전한지 판

단하는 자기 평가 기술로서 유용하다(이 도구는 [주제 5]에서 더 논의된다). 31  T5  

인적요인에 관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32

학생이 환자를 돌볼 때 자신의 인적요인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인적요인을 적용하라(10)

학생은 임상교육환경에 들어가자마자 인적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팁은 잠재적 인

적오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라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실과 정보를 기억해야만 한다. 시험을 볼 때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괜찮지만, 환자를 치료할 때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된 약물이나 잘못된 용량의 약물

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특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진다. 학생은 치료 프로세스나 절차와 관련된 단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도표를 찾아봐야 한다. 사진이나 도표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기억

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이 병력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당면한 과제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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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프로토콜이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주요 근거이며, 프로토콜은 기억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

다. 반면, 시기적절하게 갱신되지 않거나 근거 기반이 아니라면 너무 많은 프로토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

생은 자신이 일하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주요 프로토콜에 관해 물어봄으로써 프로토콜에 익숙해질 수 있다. 프

로토콜이 언제 마지막으로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토콜을 갱신하는 프로세스에 관해 더 

많이 알아보는 것은 프로토콜이 효과적이어야 하며 현재 사용되는 문서여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강화시킨다.

시각화하라

학생은 많은 병동과 클리닉이 환자를 진단, 치료, 추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예, 엑스레이 촬영장치, 자

동주입 펌프, 전기 소작용 메스, 산소 튜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며, 이 장비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장비를 켜고 끄는 방법, 화면을 읽는 것과 같은 단계의 사진과 안내문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이 관련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시각적 리마인더 사용의 좋은 사례로 직원과 환자에게 손위생에 관한 그림 리마인

더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단순화하라

단순한 것이 더 좋다. 이 문장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어떤 보건의료 업무는 너무 복

잡해서 오류를 발생하게 한다(예, 인수인계나 퇴원 프로세스). 의미 있으면서 횟수는 적게 하고, 환자를 포함

시키는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인계를 더욱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류를 줄일 것이다. 학생은  

지시대로 반복해 보고, 적용한 프로토콜을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인계 프로토콜이 없다면 학생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의사소통하려는 정보가 전달되고 올바르게 이

해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치료되었다고 어떻게 자신하는지,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

호자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프로세스 단순화의 또 다른 예시로는 (1)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범위 제한, (2) 각각 다른 용량으로 조제할 

수 있는 약물 용량의 수 제한, (3) 자주 투여되는 약의 재고 유지 등이 있다.

공통 프로세스와 절차를 표준화하라

학생이 한 시설에서만 실습하더라도 각각의 부서나 클리닉에서 어떤 일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

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배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적절한 곳에서)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보건의료시설은 직원들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직원을 돕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절약한다. 퇴원 서식, 처방 방식, 장비 종류는 한 병원, 지역, 심

지어 전체 국가 안에서 모두 표준화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라

체크리스트의 사용은 시험 공부, 여행, 쇼핑과 같은 많은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출판된 안전한 수술 체크리스트의 사용에 관해 WHO가 의뢰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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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11), 많은 보건의료 활동에서 체크리스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은 실습에서 체크리스트

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특히 치료를 선택하거나 수행에 대한 근거 기반의 방법이 있을 때에는 체크

리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주의집중에만 의존하는 것을 줄여라.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은 쉽게 주의산만해지고 지루해 한다. 학생은 자신이 오랫동

안 반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잠재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덜 집중하게 될 것이며, 특히 피곤해질 경우 더 그럴 것이다. 계속 집

중하려는 노력은 어느 시점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요약  33  34  

다른 산업의 인적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교훈이 모든 보건의료 환경의 환자안전과 관련이 있다. 이것

은 인간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류의 불가피

성과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의 능력과 반응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적요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

건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전략 및 방법

이 장은 대부분 사람에게 매우 새로운 내용이므로 독립된 주제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장은 임상 

환경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달 중심의 강의보다는 실습을 통해 이

상적으로 교육된다. 많은 교수진은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공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교

수자를 참여시키길 원할 수 있다. 외부 교수진에는 인적요인 공학에서 그 원칙을 소개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소개를 위한 강의   

이 장은 학생에게 새로운 지식이 될 것이므로, 인적요인에 관한 전문가를 초대해서 기본 원칙에 관한 강의

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인적요인에 관한 전문가는 대개 공학이나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학

문 중 일부는 그들의 분야에 보건의료를 포함해 왔다. 인적요인을 공부했고, 그 지식을 자신의 실무에 적용했

던 임상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보건의료 사례 연구를 사용해 발표하면서 기본 지식을 다루는 강의를 하는 데 

적절한 사람을 초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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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활동 및 소그룹 활동 

지도자는 일반적인 임상 장비에 관한 인적요인의 고려사항을 알아보는 실습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임상 

환경에서 인적요인 원칙을 보여주는, 좋거나 나쁜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도자는 학생에게 개인생

활, 학교와 과거 직장에서의 관계와 같은 임상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인적요인의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요청

할 수 있다. 

예시:

1.   학생들에게 그들이 실습하는 시설에서 다양한 부서의 장비를 검사하라고 요청하라(예, 재활 부서, 응급

실, 클리닉, 중환자실, 방사선과, 약국, 치과).

•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가? 장비 하나로 여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그 장비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장비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능에 인적요인이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학생들이 발견한 다양한 장비에 관해, 다음을 생각해보라.

 – 켜고 끄는 스위치를 찾는 것이 쉬운가?

 – 장비가 동작하는 법을 이해하기가 쉬운가?

 – 고학년 학생들, 교수진, 기술자들이 그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는가?

2. 알람의 실용성을 생각해보라.

 – 얼마나 자주 다른 종류의 장비에서 알람이 울리는가?

 – 얼마나 자주 알람이 무시되는가?

 – 알람이 중단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람이 얼마나 오래 중단되었는지 명확한가?

 – 알람을 끄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인가? 혹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이 있는가?

3.   장비 디자인이 안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자동주입 펌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용이한가?

 –   같은 업무 분야/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의 자동주입 펌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은 무엇

인가?

4. 위급한 임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설계해 보라.

인적요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하나의 위해사건 조사를 이용하라([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

우기’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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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다음의 사례는 피로가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케어의 안전성을 어떻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간호사: 너무 피곤해서 안전할 수 없는가?

2004년 7월 20일 화요일

뉴스. 의사에게 해당되는 사실이 간호사에게도 해당된다. 12시간을 초과하는 교대근무처럼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시간만큼 일상적으로 오래 일하는 사람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한다.

이것이 Journal Health Affairs의 7/8월 호에 실린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한 연구의 결론이

다. 이 연구는 병원 환자에게 대부분의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의료오류와 피로와의 관계를 처

음 조사한 연구 중 하나이다. 

연구. 펜실베이니아 간호대학의 부교수인 Ann Rogers와 그의 동료는 전국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하는 393명의 간호사를 연구했다. 거의 모두가 중년 여성이고 백인이며, 큰 도시 병원에 고용되었고, 10

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다.

2주 동안, 각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 휴식 및 실수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총 199개의 오류

와 213개의 근접오류를 주로 간호사 스스로 발견하였다. 잘못된 약, 잘못된 복용량, 잘못된 환자, 잘못된 

투여 방법, 잘못된 시간 혹은 약을 주지 못한 것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부분의 오류와 근접오류에 약물

이 관련되어 있었다.

간호사의 교대근무가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때, 주간 근무가 40시간을 넘을 때, 혹은 그들이 정규 교

대근무 시간 후에 계획되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오류와 근접오류가 증가하였다. Rogers는 “간호사

도 다른 직업군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더 오랜 시간 일할 때, 오류 위험이 커진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공의에 관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오류와 환자 위해를 직접 연

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수행된 초기 연구는 한 간호사의 업무에 외과 환자 한 

명을 추가로 더하는 것은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는 것을 알아냈다.

더 폭넓게. 의료오류 발생률과 피로가 수련의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일부 전공에서 주 80시간의 

노동과 최대 24시간의 교대근무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일부 주에서는 국가적인 간호사 부

족뿐만 아니라 병원의 직원 감축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늘어났던 간호사 교대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Goodman SG. Nurses: too tired to be safe? Washington Post. Tuesday, 20 July 2004.

© 2004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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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학생들에게 Washington Post에서 출간된 위의 기사를 읽게 하고, 피곤한 간호사들과 관련된 가능한 요

인을 생각하게 하라.

잠이 부족한 보건의료인

한 대규모의 대학병원에서 36시간 동안의 근무를 마친 1년차 내과 전공의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려고 자신

의 차에 탔다. 가는 도중에, 그 전공의는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23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았다. 그 

여성은 두부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다친 여성(고소인)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병원이 “그 전공의가 36시간의 당

직 근무시간 중 34시간 동안 일했고, 과도한 근무로 인해 피곤한 상태였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해 판단장애

의 상태로 병원을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다.”고 병원에 혐의를 제기하였다.

질문

 – 당신의 동료나 같이 일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36시간의 근무를 마친 이 전공의에게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 여성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가?

 –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가?

출처: Case supplied by Professor Armando C. Crisostomo, Division of Colorectal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Medical College/ Philippines General Hospital, Manila, The Philippines.

외음부 절개술 후 남겨진 면봉(swab)

이 사례는 수술방에서의 프로토콜 확인 실패를 보여준다.

28세 여성인 Sandra는 지난 3일 동안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로 인해 산부인과의사와 상담하였다. Sandra

는 10일 전에 남자 아이를 낳았고, 분만 과정에서 외음부 절개술을 받았다. 산부인과의사는 요로 감염을 의심

했고, 5일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Sandra는 일주일 후 같은 증상으로 그 산부인과의사를 만나러 왔다. Sandra는 항생제 치료 과정을 모두 

끝마친 상태였다. 질 검진을 통해 외음부 절개 부위의 압통과 약간의 부종이 확인되었다. 그 산부인과의사는 

Sandra의 의무기록에서 특히 분만과 관련된 기록과 세균검사용 면봉(swab)의 계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았

다. 의무기록에 계수가 적혀 있었으며, 두 번째 간호사가 계수를 확인했었다. Sandra에게 추가적인 항생제가 

처방되었다.

증상이 지속되자 Sandra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고, 다른 산부인과의사를 만나러 갔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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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는 전신마취 하에 경관확장 자궁소파술을 시행하기 위해 Sandra를 입원하도록 하였다. 이 산부

인과의사는 외음부 절개 상처를 지혈한 후 면봉(swab)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첫 번째 의사에게 전화

를 하였다.

활동

- 간호대학생을 교육하는 경우, 수술방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대해 물어본다. 위해사건과 관련된 기저요인

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물어본다.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expert consensus group. Case supplied by 

Ranjit De Alwis, Senior Lecturer, 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Kuala Lumpur, Malaysia.

보건의료팀에게 알리지 않고 일상적인 관행을 변경함

이 사례는 인적요인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의료팀 내 의사소통 부족과 합의된 

치료 프로토콜 이행의 실패를 보여주었고, 불충분한 환자 케어로 이어졌다.

Mary는 치아뿌리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이다. Mary는 주로 한 번 진료할 때 전체 치료 절차를 

모두 진행하며, 그녀의 치과팀도 이 사실에 관해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한 환자의 위쪽 어금니의 치아뿌리관을 치료하는 도중에 Mary는 몸이 좋지 않아서 치아뿌리관을 

채우지 않고 다음 진료에서 마저 하기로 결정하였다. Mary는 이 상황을 치위생사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치위생사는 치아뿌리관을 새로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Mary는 이 일을 잊어 버렸다. 그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게 되었고, 환자의 병력이 제대로 기록

되지 않았으므로 그 어떤 치과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치아뿌리관 치료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또 다른 

치과의사는 치아뿌리관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알지 못한 채 충치를 때웠다.

3개월 후, 환자는 심한 치아뿌리의 염증으로 내원했고, 염증이 있는 어금니를 제거하기 전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질문

- 끝나지 않은 치료에 관한 불충분한 기록에 영향을 준 일부 기여 요인을 지명하라.

-   다른 치과의사가 후속 진료에서 그 치아의 치아뿌리관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영향

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   기록 보관 및 작성에 관여할 때 다양한 팀원이 가지는 책임(자신이 속한 실무 분야 내에서)에 관해 논의

하라. 

출처: Case suppli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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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사정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

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장에 적합하다. 한 학생이나 여러 학생이 임상 분야에서 인적요인의 문제에 관해 소

그룹 토의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기

술이 사용되며, 의료기관 종사자 훈련에 어떤 준비 과정이 적용되는지 관찰하라.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도구 및 관련 자료

환자안전

•	   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sections 4.2 and 4.5 

(http://www.safetyandquality.gov.au/wp-content/uploads/2012/01/framework0705.pdf: accessed 1 July 2016).

임상적인 인적요인 그룹

•	   http://www.chfg.org; accessed 1 July 2016. 이 사이트는 인적요인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파워포인트 프레

젠테이션이 있다.

•	   Human factors in health care.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06 

(http://www.safetyandquality.gov.au/wp-content/uploads/2012/01/humanfact.pdf; accessed 1 July 2016).

•	 Gosbee J. human factors engineering and patient safety. Quality and Safety in Health Care, 2002, 11:352-354.

  이 글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적요인, 인적요인과 환자안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기본적

인 설명을 제공한다.

실수 규명 디자인

•	   Grout J. Mistake-proofing the design of health care processes (prepared under an IPA with Berry College). 

AHRQ publication no. 070020. Rockville, MD,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May 2007 

(http://archive.ahrq.gov/professionals/quality-patient-safety/patient-safety-resources/resources/

mistakeproof/;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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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의 피로

• Berlin L. Liability of the sleep deprived resident.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2008; 190:8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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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강의 슬라이드: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특정 주제는 

학생들이 반드시 익숙해져야 하는 몇몇 이론적인 원칙을 포함한다. 인적요인의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인적요

인에 관한 전문가인 공학자나 심리학자를 초대하라. 강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

나의 방법이다. 공학자는 항공과 운송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의 예시를 들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예시가 사용

된다면, 학생들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시도 제시하라.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다. 주제 2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는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서 다뤄야 하

는 범위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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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

잘못된 약물이 주입된 환자

Jacqui는 한 대형병원에서 담낭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적 검사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을 받

았다.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이 입으로 삽입되었고, 식도를 거쳐 십이지장으로 들어갔다. 내시경을 통해 

캐뉼라가 총담관으로 삽입된 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조영제가 주입되었다.

두 달 후, Jacqui는 그녀가 부식성 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조영제가 주입된 28명의 환자 중 한 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약제부는 보통 Conray 280을 20ml 바이알로 주문했다. 하지만 약 5개월 동안, ‘부식성 물

질 - 엄격한 관리 하에 사용하시오’와 ‘일회 용량 바이알’이라고 라벨에 명확하게 표기된, 10% 페놀이 함

유된 60% Conray 280, 5ml 바이알로 잘못 주문하여 수술실에 공급하였다. 마침내 한 간호사가 약제부

와 많은 수술실 직원이 알아채지 못했던 이 실수를 발견하였다.

약품을 주문해 저장하고, 수술실에 전달하는 방식과 정확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오류 발생의 많은 기회가 있는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각 요소들이 함께 서로 맞물리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출처:   Report on an investigation of incidents in the operating theatre at Canterbury Hospital 8 February - 7 

June 1999,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September 

1999:1-37(http://www.hccc.nsw.gov.au/Publications/Corporate-Documents; accessed 9 July 2016).

서론 – 시스템적 사고가 왜 환자안전에 중요한가? 1

보건의료가 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케어는 환자를 직접 대하는 일선 

직원의 지식, 기술, 행동뿐 아니라, 더 큰 조직의 일부인 업무 환경 내에서 직원들이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도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업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즉, 

그들은 케어 시스템에 의존한다(1). 안전한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

작용과 관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인식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 장은 보건의

료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주제 5에서 자세하게 논의된다.

키워드

시스템, 복합 시스템(complex system), 고신뢰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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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2

시스템적 사고가 어떻게 보건의료를 향상시키고, 위해사건을 최소화하는지를 이해하라.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3

학생은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용어인 시스템과 복합 시스템을 설명한다. 또한, 환자안전에서 시스템적 접

근 방식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 우수한 이유를 설명한다.

수행 요구사항 4  

학생은 안전한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의 요소를 설명한다.

보건의료에서 시스템에 관해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 보건의료와 관련 있는 시스템

과 복합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5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둘 이상의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집합, 혹은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항목의 독립적

인 그룹’의 의미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2). 

보건의료 학생은 생물학적, 유기적 시스템의 맥락에서 시스템 개념에 익숙할 것이다. 유기적 시스템은 단일 

세포만큼 작은 것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 혹은 전체 개체군까지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내외부적인 정보 교환

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다. 입력, 내부 변화, 결과, 피드백의 연속적인 과정은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 

같은 특징은 전체로서의 보건의료시스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를 구성하는 다수의 시스템에 적용된다.

복합 시스템

학생들이 처음 대형 의료시설에 들어가면, 종종 그들은 많은 수의 보건의료 제공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

자, 임상 전문가, 각기 다른 과의 다양한 환자, 여러 냄새 등이 뒤섞여 있는 것에 압도된다. 이 학생들은 보

건의료시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며 반응한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학

생들은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궁금해한다. 결국, 그들은 다양한 병동, 부서, 클리닉에 배정되고, 

자신의 특정한 분야나 학문의 업무에 익숙하게 된다. 그 후 그들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쉽게 잊을 

수 있다.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에 근거해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복합 

시스템이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매우 많으므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3). 특히, 대형시설에서 보건의료

의 전달은 복합 시스템의 정의에 적합하다. 보통 대형시설은 상호작용하는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며, 인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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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 기술과 치료제를 포함한다. 시스템의 각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들이 총체적

으로 활동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변하기 쉽다(3).  6  7  8  

모든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에서 복합성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위해사건을 예방하는 데 중

요하고, 일이 잘못되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이것은 [주제 5]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

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 다른 많은 영향 요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직접 연루된 개인

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보건의료가 복합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3).

• 환자 케어의 전달에 포함된 업무의 다양성

• 보건의료 제공자 간의 의존성

• 환자, 임상의사, 기타 직원의 다양성

•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 제공자, 지원업무 직원, 관리자,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수많은 관계

• 환자의 취약성

• 임상 환경의 물리적 배치의 다양성

• 규제의 다양성 또는 부재

• 새로운 기술의 실행

• 치료 경로 및 관련된 조직의 다양성

•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증가 – 전문화가 더 폭넓은 범위의 환자 치료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일

이 잘못되고 오류가 발생하게 하는 더 많은 기회도 제공한다.

환자와 일하는 학생은 환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특별한 상태와 상황에 맞춘 케어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한다. 어떤 학생은 모든 개별화된 의료서비스가 결합하여 케어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의료서비스는 건물, 사람, 프로세스, 접수처, 장비, 전화 같은 시스템으로 존재하지만, 관련된 사람이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시

스템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접착제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한 이해는 학생이 자신의 미래 전문분야를 넘어서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시스템이 효

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다른 보건의료인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시스템의 기능은 보건의료인들에게 복합성이 환자 케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보

건의료서비스와 같은 복합 조직은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

로 최근까지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수백 가지의 서비스를 분리된 별개의 서비스라고 보았다. 의사

의 업무는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분리되었고, 병동과 부서도 별개의 요소로 보았다.

응급실이 환자를 충분히 빨리 보지 못하면, 그것과 관련 있는 다른 서비스에는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틈이 난 부분(응급실)을 고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이 없어서 적절한 시간에 환자가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이동하지 못했을 수 있다. 직원은 환자의 요구에 반응

하는 그들의 능력을 방해하는 너무 많은 상충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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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이 매일 근무지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여러 구성요소와 관계

를 이해하더라도, 보건의료인은 종종 시스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보통은 시스템 이론의 

개념이나 언어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지도 않았고, 자신이 일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

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의 복합성에 대한 지식은 조직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가 총체적인 환자 케어의 질에 어떻게 영향

을 줄 수 있는지를 보건의료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복합 조직에 관한 많은 지식은 조직 심리학과 같

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왔다. 200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미국 의학연구소(IOM)는 안전 원칙으로 인정된 

단순화, 표준화와 같은 조직 프로세스가 그들이 조사한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 내에서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4).

시스템적 접근은 보건의료를 복합성, 상호의존성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바라보도록 요구하며, 

초점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전환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비난 문화에서 벗어나 시스템적 접근을 향해 변화하도

록 이끈다.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시스템적 접근을 사용하면서, 상충되는 다른 요구 때문에 처방지시를 즉

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일차 보건의료인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 보건의료인과 보건의

료 관련 종사자는 함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고,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시스템적 접근은 우리가 이 사건에 관련되거나 그 때문에 비난받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제대

로 기능하지 못하는 보건의료 및 사고/오류(잘못된 프로세스, 잘못된 설계, 불충분한 팀워크, 재정적인 제한, 

제도적 요인)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요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가 비난에서 벗어나 

이해하도록 돕고, 케어의 단일한 행위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케어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일이 잘못될 때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 – 비난과 수치심

복합적인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많은 일들이 잘못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그 당시에 환자 케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종종 학생

이나 하급자가 대상이 된다. 한 개인을 비난하는 경향(개인적 접근)(5)은 강력하고 매우 자연스럽지만, 수 많

은 이유로 인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도 비생산적이다. 비난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그 사건이 발생

하는 데 담당했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그/그녀의 행위가 환자 위해의 측면에서 의도적일 가능성은 매우 희

박하다(의도적인 행동은 '위반'이라고 부른다). [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주제 6] ‘임상 위

험의 이해와 관리’를 참고하라. 9  10  T5  T6

위해사건에 연관된 대부분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자신의 행동(혹은 무행동)이 어떤 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가능성에 매우 속상해한다. 처벌은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마지막 조치이다. 11  12  

Wu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이차 피해자’라고 표현했다(6). 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경향은 

보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뜻밖의 일에 대해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

다고 믿는다면, 사건 보고를 망설일 것이다. 비난의 문화를 지속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보건의료조직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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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특성의 위해사건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를 참고하라). T5  

불행하게도, 더 넓은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어떤 개인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다른 견해를 공유한다. 이것은 큰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하급자에게 해당된다([파

트 B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소개]를 참고하라).

그러나 시스템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적 접근은 우리가 그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모든 기저요인을 이해하기를 요구

한다. 단지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것은 주요 원인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므로,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이 있다.

책무(accountability)

모든 보건의료인은 책임져야 할 윤리적,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필요 조건은 직업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설정된 지식, 기술, 행동을 갖추었다고 

믿는 신뢰감을 사회에 주는 것이 목표이다. 보건의료인은 종종 윤리적, 법적 책임을 잘못 이해하고, 많은 보

건의료인들이 과실 행위, 비윤리적 행위, 실수의 차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다음 표는 기본적인 차이를 제

시한다.

표 B.3.1.    의료-법률 용어의 정의 

의료-법률적 행위의 유형 정의 설명

과실(negligence) 1.   합리적으로 신중한 보건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기술, 케어, 학습을 수행하

는 것의 실패(7)

2.   제공된 케어가 문제의 환자를 돌보도록 자격을 갖춘 보통의 실무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케어의 표준에 부합되지 못했거나(SP-SQS 2005), 그 

사회 내에서 의사에게 기대하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8)

3.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케어의 불이행 (9)

4.   (보통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 전문 분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의무를 다

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타당하며, 흔히 경험하는 케어나 기대되는 케어, 

사리분별 또는 (보통 혹은 관례상 비슷한 환자를 치료하는 다른 평판 좋

은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기술을 수행하는 것에 실패함. 이는 예상할 

수 있는 위해, 손상 또는 그 밖의 것을 잃는 결과를 초래함. 과실은 소

홀, 무모함, 실수, 생각의 부족, 혹은 고의로 특징지어지는 (의도치 않은) 

누락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행동일 수 있다. 보건의료에서 

과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훈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해 수행될 ‘

의료 실무 표준’에서 벗어난 불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10).

과실의 구성요소

는 그 행위가 일어

나는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직 윤리 위법행위

(professional 

misconduct)

(의료과오(malpractice)의 정의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전문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직 윤리 위법행위를 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기술의 부족 (10)

전문직 윤리 위법행위는 의료과실과는 별개이며, 모든 보건의료인과 

관련 있다. 이것은 많은 국가에서 다르게 정의된다. 전문직 윤리 위

법행위는 보통 보건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치료의 표준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각 국가는 각기 다

른 보건의료인을 등

록하고, 전문직 역

량과 수행에 대한 

불평을 관리하기 위

해 고유의 시스템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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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적 행위의 유형 정의 설명

실수(mistakes) 1 .   정확히 계획에 따른 행동이나, 그 계획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 

하기에 부적절한 것이다(11).

2 .    의식적 사고의 오류인 규칙 기반 오류(rule-based errors)나 지식 

기반 오류(knowledge-based errors).  규칙 기반 오류는 보통 잘

못된 규칙을 선택할 때, 문제 해결 도중에 발생한다. 이는 상황

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잘못된 규칙의 적용 때문이거나, 적

절하다고 생각되는 (자주 사용되는) 강력한 규칙을 잘못 적용하

기 때문이다. 지식 기반 오류는 지식 부족이나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발생한다 (12).

3 .   결정도식(decis ion scheme)에 의해 계획대로 유도된 행동이

든 아니든 간에, 목표 선정이나 목표 달성 방법을 명세화하고 

관련된 판단이나 추론 과정에 결함이 있거나 실패한 것, 보통 

잘못된 규칙을 선택할 때 문제 해결 도중에 발생하는 규칙 기

반 오류와 지식 부족이나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발생하는 지식 기반 오류를 포함하는 의식적 사고의 오류

일부 국가에서는 

오류에 대해 정직

하지 않은 것이 전

문직 윤리 위법행위

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수를 처벌한다. 

소속 국가가 보건 

의료 실수를 어떻

게 관리하는지 아

는 것은 중요하다.

시스템적 접근은 학생과 보건의료인이 그들의 행동에 직업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 치과대학생이 약물 확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서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한다면, 그 학생은 

책임을 져야만 할까?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사례 분석은 그 학생이 약물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준 요

인을 조사할 것이다. 그 학생이 치과 클리닉에 처음 왔고 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혹은 그 학생이 약물 

확인 단계를 알지 못했다면? 혹은 정확한 약이 정확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존재한

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혹은 그 학생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주위에 함께 확인할 사람이 없었고, 약물 투

여를 지연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두려웠다면? 시스템적 사고는 그 학생이 이러한 임무에 준비되지 않았

음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 치과의사의 감독을 받았으며, 프로토콜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게으르거나 대충하거나 일을 일찍 끝내고 싶어했기 때문에 약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학생은 그 실수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항상 감독할 수는 없다. 

이런 환경에서 경험이 부족한 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에

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위해사건을 둘러싼 환경은 대부분 복잡하므로, 개인의 책임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왜 일어

났는지 이해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심

지어 오랫동안 실무에 있었고, 수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무는 전문직 의무이다. 보건의료 제공자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

나 개인의 책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책무도 있다. 시스템의 책무는 그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너무 오랫동안 보건의료시스템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실수와 오류의 책임을 의료기관 종사자 개

인에게 넘겨왔다.

최고의 보건의료조직은 위반과 실수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건의 유형을 

알아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책임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환자도 시스템의 일부이다. 환자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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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적절한 케어와 치료를 받을 위험에 처한다. 환자가 보건의료인에게 불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환자들은 대개 그룹을 지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최소한으로 이야기한다. 

환자들은 종종 불편하고 불충분한 케어와 치료, 불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다. 환자는 종종 의

료기관 종사자가 받는 중압감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케

어를 참는다.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처방된 대로 약물 치료 과정에 따르는 것과 같은 

치료 프로토콜 이행의 중요성에 관해 이해하지 못한다. 환자가 나아졌다고 느낄 때, 보건의료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 프로토콜과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영향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접근 13

안전 전문가는 복합 시스템의 측면들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인간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바꾸는 것은 그

것들이 오류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어렵다고 믿는다(5). 그러므로 시스템적 접근을 사용하여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류에 대한 주된 대응이어야 한다(5). 보건의료에서 오류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이루는 각 영역과 관련된 다수의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사자

는 시스템의 일부이다. 다른 산업에서의 사건 분석은 어떤 사고에 한 가지 원인만 있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시스템 장애는 광범위한 요인에서 생겨난다. 사고 조사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의도는 그 

시스템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그것의 결과를 최소화시키

기 위한 것이다.

Reason은 사고 조사에서 ‘시스템적 사고’ 접근의 일부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스템의 여러 요소들을 

다음의 범주에서 제시하였다(14).

환자와 보건의료인 요인

환자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보건의료인, 학생, 환자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

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요인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며, 업무 흐름, 시간 제약, 작업 제어와 업무량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를 포함한다.

기술과 도구 요인

기술 요인은 그 조직 내 기술의 양과 질을 나타낸다. 기술과 도구 요인에는 기술의 개수와 유형, 가용성, 

유용성, 접근성, 위치가 포함된다. 도구의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는 다른 기술과의 통합, 사용자 훈련, 고장

나거나 망가질 경향, 반응성과 디자인 특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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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요인

보건의료의 많은 부분은 다학제 팀에 의해 제공된다. 팀의 의사소통, 역할의 명료성, 팀 관리와 같은 요인

은 다른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최근 보건의료 내에서 팀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15).

환경 요인

이것은 보건의료인들이 일하는 환경과 관련된 특성이다. 환경 요인의 특성은 조명, 소음, 물리적 공간과 

배치를 포함한다.

조직 요인

이것은 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정책 관련 특성이다. 리더십 특성, 문화, 규제, 정책, 계급 수준, 관리자

의 통제 범위를 포함한다.

스위스 치즈 모델 14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것은 단일한 환자안전사건/사고가 가지는 다원적인 특성을 강조

한다. 이는 보건의료 학생이 위해사건으로 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주의하고, 대신 관련된 시스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위해사건은 시스템적 오류와 인적오류 모두를 포함한다. Reason은 의료

기관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즉각적인 위해 영향을 나타내는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능동적 실패(active 

failure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Reason은 위해사건이 발생하는 두 번째 필수적인 선행 조건, 즉 하나 

이상의 잠재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잠재적 조건은 보통 최전선에서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열악한 의사결정, 디자인, 프로토콜의 결과이다. 잠재적 조건은 종종 문제가 되는 사건의 오래 전에 설정된

다. 보건의료인의 잠재적 조건의 예로는 피로, 불충분한 직원 고용 수준, 장비의 결함과 불충분한 훈련과 지

도가 포함된다(16).

Reason은 한 시스템의 서로 다른 계층에서의 결함이 어떻게 한 사건을 초래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스위

스 치즈 모델을 만들었다(5). 이 모델은 케어 시스템의 한 계층에서의 결함 하나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에는 

보통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B.3.1을 보라). 위해사건은 보통 여러 계층에서 여러 결함이 있을 

때 발생하며(예를 들면, 피로한 종사자와 불충분한 절차와 결함 있는 장비), 사건 발생 기회가 ‘궤도’를 이루도

록 잠시 동안 일렬로 배열될 때 발생한다(그림 B.3.1에서 화살표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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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3.1.    방어, 장벽, 안전 장치

출처: Reason JT. Managing the risks of organisational accidents, 1997(14).

위해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Reason은 연속적인 보호막(이해, 의식, 경보와 주의, 시스템 복

구, 안전 장벽, 방지, 제거, 대피, 탈출과 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아래 층의 실패에 방어하도록 설계하는 복

합 방어를 제안했다(그림 B.3.2를 보라). 상황 조사에서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은 모든 층을 고려하고, 그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그림 B.3.2.    방어의 단계  15

출처: Veteran Affairs (US) National Center for Patient Safety http://www.patientsafety.va.go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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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16  17  18

고신뢰조직 용어 이해하기

고신뢰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HRO)(18)은 위험한 상황에서 운영되지만, 거의 완전하게 ‘실패 

없음(failure-free)’의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관리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고신뢰조직(HRO)에서는 위해사

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신뢰조직은 항공교통 통제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업과 보건의료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보건의료를 위한 교훈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신뢰조직은 보건

의료조직도 관련 시스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고신뢰조직과 보건의료조직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는 존재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건의료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한 처치

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인

이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거나, 밤새 일한 외과의사가 극도로 피곤할 수 있다거나, 한 의사의 악필로 인해 약

사가 잘못된 용량을 조제하고, 간호사가 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이나 위해사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은 개별 환자에게 이미 알려진 부작용이나 합

병증의 위험에 관해 말하곤 하지만, 같은 논리를 전체로서의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치료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시스템적 사고는 보건의료인이 두 가지의 잠재적 위험(치료와 관련된 위험 및 시스템에 관련된 위험)에 

관해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고신뢰조직은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회복력으로 알려져 있

다. 환자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가장 회복 가능한 구성요소이며, 많은 위해사건은 환자의 회복력으로 인해 예

방된다. 환자들은 잘못된 약물이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다.

우리는 아직 보건의료 내에 안전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신뢰조직은 안전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하며, 근로자에게 동기와 보상을 제공한다. 한 고신뢰조직 내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실수를 

인정하면, 보상을 받는다.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의 비슷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조직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실수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특성이나 자원을 도입하고 설치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상상해보라. 위해사건 발

생률은 확연히 감소되고, 많은 생명을 구하며, 고통이 감소하고, 직원의 도덕성이 향상될 것이다.

고신뢰조직의 특성 알기(18)

고신뢰조직은 다음의 특성이 있다.

•   실수에 대한 몰두: 고위험이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행위의 특성으로 인한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 회복을 위한 노력: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찾고, 그것이 해를 일으키기 전에 예방한다.

• 작업을 위한 민감성: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가 직면한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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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문화: 개인이 상급자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이나 실제 발생한 실패에 관심을 가

지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고신뢰조직의 교훈을 보건의료에 적용하기 19

보건의료조직은 다른 고신뢰조직에게 배울 수 있다. 보건의료조직은 다른 고신뢰조직의 성공을 확인하고,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조직은 재난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요인이 전

형적으로 나타나는지 다른 고신뢰조직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다. 

규제(regulation)의 역할

보건의료인의 업무는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전문직의 규

제는 실무자에게 전문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실무의 표준을 설립하고 집행함으로

써 대중을 보호한다. 규제는 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한 기준을 세운다. 규제자는 보건의료인 개인에 대한 불평

을 받아서 조사하고, 필요시 면허 정지, 취소 또는 실무 수행에 특정 조건을 붙이는 것 등의 적절한 행위를 하

는 역할을 한다.

요약 20  

시스템적 접근은 우리가 위해사건의 여러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개인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

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은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사례 연구

학제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UK Confidential Enquiry를 통해 밝혀진 피할 수 있었던 많은 모성 사망 사례에서 학제 간, 또는 기관 간

의 협력 부족과 의사소통 문제에 의해 케어가 방해되었다. 이것은 팀원 간에 협력 부족이나 부재, 부적절하거

나 불충분한 전화 협의, 일반의사와 모성 치료팀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인 간에 관련 정보의 공유 실패, 부족한 

대인관계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 사례는 조산사 케어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아내지 못해 여성들이 

적절한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의뢰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도 보여준다. 다음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영어를 못하는 젊은 난민 여성은 체중 미달이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았는데, 조산사가 운영하는 케어센터를 

예약하였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남편이 통역을 맡았다. 그녀는 임신 후반에 출혈과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 간기능 검사결과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변비로 진단받았고, 조산사 케어를 받은 후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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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왔다. 그녀는 임신 후반에 복부 통증이 있어 몇 주 후에 다시 입원하였다. 추가 혈액검사 상 비정상 소견이 

있었으나, 선임 의사에게서 어떤 소견도 듣지 못한 채 다시 퇴원하였다. 며칠 후, 그녀는 간부전 및 다장기 부전 상

태로 거의 죽기 직전에 입원하였고, 그녀의 태아는 사망하였다.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치료는 여전히 체계적

이지 않았다. 중환자 전문의가 그녀를 방문했으나, 그녀는 분만실에 남겨졌고, 이틀 후 임신 중 지방간과 관련된 

파종성 혈관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로 사망하였다.

질문

-   이 비극적인 결과와 관련되었을 수 있는 요인과 미래에 이와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시

스템적 접근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출처: The confidential enquiry into maternal and child health (CEMACH). Saving Mother’s Lives 2005-2008, 

London, 2007 (www.cemach.org.uk/; accessed 21 February 2011).

프로토콜대로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에 실패함

이 예시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임박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마취과의사와 외과의사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지 논의하였

다. 마취과의사는 환자가 Penicillin 알레르기가 있다고 외과의사에게 알렸고, 외과의사는 Clindamycin을 수

술 전 항생제로 대신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취과의사가 항생제를 가지러 멸균지역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가 돌아와서 수술방 순회간호사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순회간호사는 수술 전 

항생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였다. 마취과의사는 처방지시서 양식이 없어서 항생제를 처방을 할 수 없었다

고 설명하였다(그는 서류철에 처방지시서 양식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봤었다). 순회간호사는 요청한 항생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술부위 절개가 시작되었다. 6분 후, 항생제가 수술방으로 전달되어 즉시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항생제 투

여는 수술부위 절개 후에 시행된 것으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부위 절개 이전에 항생제를 투

여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을 어긴 것이었다.

질문

- 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 사례가 어떻게 학제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술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expert group. Case supplied by Lorelei 

Lingar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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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초래한 시스템 실패

이 예시는 위압적인 환경이 어떻게 기본적인 케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강조한다.

Brown은 병원의 공급 부서에서 일하는 50세 행정 보조원이다. 그녀는 과체중으로 신문을 집으려다가 정원

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수도꼭지에 부딪쳤다. Brown은 종아리뼈 골절로 인해 고통스러웠고, 다리가 붓고 통

증이 있어 정복술이 필요했기에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방이 분주하였고, 그녀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심각하

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었다. 정형외과 병동이 모두 차서 그녀는 내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이틀 후, 골절을 교

정하고 다리에 깁스를 하였다. 그녀가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쓰러져 사망하였다. 부검에서 거대한 

폐색전이 발견되었다. 치료의 어떤 단계에서도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Heparin이나 다른 예방적 

치료가 처방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다리의 부종과 외상에서 형성된 혈전이 폐로 가서 그녀가 사망하였

다고 들었다. 예방적 처치가 부족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활동

- 사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Brown의 입원 과정에 관한 흐름도를 작성하라.

- 그녀의 케어와 치료에 참여했을 만한 모든 보건의료인을 확인하라.

- 그녀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출처: Case study taken from Runciman B, Merry A, Walton M Safety and ethics in health care: a guide to 

getting it right. Aldershot, UK, Ashgate Publishing Ltd, 2008:78.

잘못된 부위의 치과 수술을 초래한 오류의 고리

이 사례는 시스템의 잠재적인 문제가 케어의 마지막 접점에서 어떻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구강외과의사가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세 번째 아래 어금니를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었다. 양쪽 세 번

째 어금니가 모두 매복되어 보이지 않았다. 

의무기록에는 오른쪽 세 번째 어금니는 제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엑스레이 사진상 왼쪽 세 번

째 어금니는 없었고, 오른쪽 세 번째 어금니가 매복되어 있었다. 

구강외과의사는 절개를 한 후, 피부 조각을 들어올리고 뼈 절개술을 시작하였다. 매복된 어금니가 보이지 

않아서 그 의사는 뼈를 더 많이 절개하였다. 마침내 그 의사는 오른쪽 세 번째 어금니는 그곳에 없음을 알았

고,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수술을 계획할 때 실수를 하였던 것을 알았다. 게다가 치과보조원은 구강의 왼쪽과 

오른쪽을 뒤바꾼 잘못된 방향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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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강외과의사가 잘못된 치아를 선택해 수술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치과보조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올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 무엇이 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출처: Case suppli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도구 및 관련 자료 

임상 마이크로시스템 사정 도구

•	   Batalden PB et al. Microsystems in health care: part 9. Developing small clinical units to attain peak 

performance. Joint Commission Journal on Quality and Safety, 2003, 29:575-585 (http://clinicalmicrosystem.

org/wp-content/uploads/2014/05/JQIPart9.pdf; accessed 1 July 2016).

복잡한 케어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	   Headrick LA. Learning to improve complex systems of care. In: Collaborative education to ensure patient safety. 

Washington, DC,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Bureau of Health Professions, 2000: 75-88.

조직적인 전략

•	   Kohn LT, Corrigan JM, Donaldson MS, eds.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Washington, DC, 

Committee on Quality of Health Care in America,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Academies Press, 1999.

•	   Runciman B, Merry A, Walton M. Safety and ethics in health care: a guide to getting it right, 1st ed. 

Aldershot, UK, Ashgate Publishing Ltd, 2007.

교육 전략 및 방법

상호적인 DVD 

WHO 오류에서의 학습 워크숍은 Vincristine을 척수강에 투여한 사례와 이 사건에 기여한 시스템 문제에 

관한 DVD와 다운로드 파일(www.who.int/patientsafety/education)을 포함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Vincristine 투여의 위험성 인식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환자안전에 관한 새로운 강조점의 필요성에 관한 이

해를 발전시키며, 환자안전에 기여하는 기술을 가진 참여자를 모집하고, 근무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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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정책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워크숍은 본 교육과정 지침의 대부분의 주제에 적

용할 수 있다).

시스템과 복합성에 관한 강의   

소그룹 토의  

소그룹 토의는 근무 현장 시스템의 다양한 단계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룹은 강사와 함께 ‘잘못된 환

자(19)’와 같은 익숙한 전문적인 기사에 관해 토의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그룹은 시스템적 관점을 사용하여 

토의하기 위해 위에 제시된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연습의 일부로 그룹은 다른 팀원의 역할에 관해 

토의할 수 있다.

기타 학생 활동

-   한 환자가 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퇴원하는 시점까지 그 환자를 따라다니고, 그 환자의 치료

에 관련된 모든 단계 및 참여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유형을 확인하라.

-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임상강사와 함께 자신이 발견한 점과 관찰한 내용에 관해 논의하라.

- 보건의료시스템의 각각 다른 분야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논의하라.

- 조직의 익숙하지 않은 부서를 방문하라.

- 근본원인분석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라.

지식 사정

학생에게 한 환자를 따라다니면서 환자 치료과정 동안 경험한 것을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

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주제에 적합하다. 한 학생이나 여러 학생이 임상 현장에서 시스템의 다양한 단계에 

관한 소그룹 토의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 좋은 방법이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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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강의 슬라이드: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3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경과 문

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서 다뤄

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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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효과적인 팀원 되기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은 치료팀

18세 남성인 Simon은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Simon은 싸우다가 머리를 인도에 부딪혀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었다. 응급차 직원은 매우 바빠 응급실의 의료인에게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응급

실 중증도 분류 간호사(triage nurse)가 처음 검진할 때, Simon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고, 단어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응급실에는 졸업한 지 몇 주 안 된 인턴이 근무 중이었고, 그날 밤은 인턴을 

감독하는 의사도 없었다. 인턴과 간호사는 Simon의 두부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Simon이 술을 마셨었기에 그 인턴은 단순하게 Simon이 취한 것이라 단정지었다. 게다가 Simon의 소

란스럽고 공격적인 행동이 진단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심각한 두부 손상을 시사할 수

도 있다. Simon은 오심을 완화하는 약물을 처방받은 후 지켜보게 되었다. 간호사와 인턴은 각각 언어와 

운동 반응을 여러 번 검진하였다.

시간이 지나 간호사들은 Simon의 악화되는 상태에 관해 의무기록에 기록하였지만, 인턴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그 인턴은 구두 의사소통에 의존하였고, 의무기록의 내용을 충분히 살

펴보지 않았다. Simon은 병원에 온 지 4시간 반 만에 사망하였다.

출처:   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

서론 – 팀워크는 왜 환자안전의 필수요소인가? 1

보건의료의 전달에서 효과적인 팀워크는 환자안전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 보건의료

에서 효과적인 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1) 복잡성과 케어의 전문성 증가, 

(2) 복합상병 증가, (3) 만성질환 증가, (4)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5) 안전한 업무 시간을 위한 계획 

여러 팀이 관련된 복합적 치료의 전형적인 예는 당뇨병을 가진 임산부에게 발생한 폐색전을 치료하는 것이

다. 그녀의 보건의료팀은 임산부 자신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산부인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호

흡기내과 전문의를 포함할 수 있다. 게다가 낮 동안 그녀를 돌보는 보건의료인은 밤과 주말에 그녀를 돌보는 

보건의료인과는 동일하지 않다. 대형병원에는 각 전문 분야의 의사와 다른 직종으로 구성된 팀이 있을 것이

며, 간호사, 약사, 기타 보건의료 관련 제공자, 환자의 일차 케어팀 모두 서로 간의 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제한된 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그 팀이 간호사, 조산사, 의사, 임산부만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항상 의사

소통을 잘하며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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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은 보통 대형병원과 관련된 의료팀에 익숙할 것이다. 의료팀은 위계질서가 있으며, 가장 고년차 

의사에서 가장 저년차 의사까지 포함한다. 환자의 관점에서 그 팀은 단순한 의료팀 그 이상으로 크다. 의료팀

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병동 직원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훈련 프로그램 초반에 있는 학생은 한 보건의료팀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이며, 종종 보건의료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다. 이 장에서 우리는 팀워크에 대한 학생의 과거 경험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상급생이자 실무 의료인으로서 

점차 더 참여하게 될 팀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팀, 가치, 가정, 역할과 책임, 학습 스타일, 경청 기술, 갈등 해결, 리더십, 효과적인 의사소통

학습목표 2  

학생은 보건의료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팀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학생으로서 

수많은 보건의료팀의 구성원이 될 것임을 인식하라.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3  4

이 장의 지식 요구사항은 보건의료에서 다양한 유형의 팀에 관한 이해, 팀이 환자 케어를 향상시키는 방법, 

팀이 효율적인 팀의 특성 및 효과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방법, 보건의료팀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효과적인 팀워크를 막는 장애물, 팀 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수행 요구사항 5

다음의 팀워크 원칙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보건의료를 촉진할 것이다. 

•   누군가의 가치와 가정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념하라. 이것은 특히 환자

와 직원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을 때 특히 중요하다.

• 팀의 다른 구성원을 유념하고, 심리사회적 요인이 팀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념하라.

• 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인식하라.

• 적절하다면 환자의 가족뿐 아니라, 환자도 팀에 포함시켜라.

•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라.

• 상호 지원 기술을 사용하라.

• 갈등을 해결하라.

• 행동을 바꾸고 관찰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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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팀에 대한 서론

팀이란 무엇인가? 6

팀의 본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환자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내 가장 효과적인 팀은 다학제 팀이지만, 단

일 전문가 그룹으로만 팀이 구성될 수도 있다. 팀 구성원은 한 곳에서 함께 가까이 일하거나, 지리적 거리를 

두고 일할 수 있다. 다른 팀의 구성원은 자주 바뀔 수 있는 반면, 일부 팀은 일정한 구성원을 유지한다. 팀의 

예시로는 성가대, 스포츠 팀, 군부대, 항공기 승무원, 응급 대응팀이 있다. 보건의료에서 환자는 집, 클리닉, 

작은 병원, 대형병원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치료받는다. 이러한 각 장소에서 팀이 다른 팀과 그리고 환자와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하는지가 케어와 치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결정하고, 팀 구성원이 자기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팀의 본성과 상관없이, 보건의료팀은 어떤 특성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팀원이 다음에 제시된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 팀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알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2).

• 결정을 한다(3).

•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종종 높은 업무 부하에서도 기능을 다한다(4,5).

•   팀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의 상호 의존성의 결과인 공동체로서 행동한다(6). 팀은 직접적인 환자 케

어와 관련이 없으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배경에서 모이는 위원회와 같은 일부 다른 소그룹과는 

다르다.

Salas는 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7

•   공동의 가치 있는 목표/목적/미션을 향해 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적응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구별되는 집단으로, 수행할 특정 역할과 기능이 배정되어 있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기한이 있다.

보건의료인은 문제 관리나 훈련 계획을 돕기 위해 설립된 많은 위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요구받지만, 이것

은 팀이 아니다.

보건의료에서 발견된 여러 유형의 팀 8

보건의료에는 많은 유형의 팀이 있다. 이것은 지방 보건의료 클리닉, 여성과 유아 클리닉, 분만실, 중환자

실, 병동,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일차 진료팀, 응급 대응팀과 같은 특정 업무를 맡는 팀, 환자 케어를 계획하

고 조율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다학제적 암 치료팀과 같은 다직종의 팀을 포함한다.

팀은 한 지방 클리닉이나 병원처럼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을 수 있고, 혹은 팀 구성원이 다학제적 암 치료

팀이나 일차 보건의료팀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 팀은 한 분야에서 구성되거나, 관

리 직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포함될 수도 있다. 환자는 항상 그 팀의 일부로서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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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문인력의 역할은 여러 경우에 따라 팀마다 다르며, 팀 내에서도 다양할 것이다. 팀에서 개인의 역할

은 종종 유연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예를 들면, 리더십은 필요한 전문지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환자 중심 케어와 환자안전을 옹호하면서, 환자와 그 보호자는 보건의료팀의 활발한 구성원으로 점점 더 고

려되고 있다. 공유된 의사결정과 동의서가 중요해지는 것뿐 아니라 팀 구성원으로서 환자를 포함하는 것은 안

전과 케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가 귀중한 정보원이며, 케어를 받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유일

한 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질병이나 상태의 경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도 하다.

미국에서 개발된 TeamSTEPPSTM(8) 프로그램은 보건의료를 지원하고 전달하는, 다르지만 서로 관련된 수

많은 팀 유형을 확인한다. 9

핵심팀

핵심팀은 환자 케어에 직접 관련된 팀 리더와 팀원으로 구성된다. 핵심 팀원은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

사, 보조원 등의 직접 케어 제공자,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다. 핵심 팀원은 보건의료시설 클리닉이나 병동에

서 일한다. 핵심 팀원은, 예를 들어 사례 관리자와 같이 사정에서 퇴원까지 환자를 관리하는 연속적인 케어 

제공자도 포함한다. 핵심팀은 종종 바뀔 수 있지만, 보통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따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나 약사도 포함할 수 있다.

협력팀

협력팀은 핵심팀을 위한 매일의 운영 관리, 조정 기능, 자원 관리에 책임이 있는 그룹이다. 간호사는 병원

에서 종종 이러한 조정 역할을 한다. 지역 시설과 클리닉에서 협력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관리자, 간호사, 의

사, 기타 보건의료인을 포함할 수 있다.

사고대응팀

사고대응팀은 응급, 또는 특정 사건(예, 심정지 대응팀, 재난 대응팀, 산과 응급팀, 신속 대응팀)을 위해 구

성된다. 사고대응팀의 구성원은 다양한 핵심팀에서 온다.

보조서비스팀

보조서비스팀은 직접적이고, 업무에 특화되고, 시간 제약이 있는 케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 케어를 

촉진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부나 도우미와 같은 개인으로 구성된다. 이 팀의 구성원은 종종 환자가 

일상적인 치료를 받는 곳에 있지 않다.

보조서비스팀은 핵심팀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인 일차적인 서비스 전달 팀이다. 보조서비스팀도 같은 목표

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려면 환자가 무심코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을 받지 않도

록, 식사 제공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금식 관련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조서비스팀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보조서비스팀이 핵심팀의 일부로 고려돼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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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팀

지원서비스팀은 보건의료시설에서 간접적이고, 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지원

서비스팀의 구성원은 환자와 그 가족이 최상의 보건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원서비스팀의 역할

은 시설 내의 환경, 자산, 물류를 관리하는 것이다. 지원서비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편안하고, 깨끗한 보

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인 서비스 중심 팀으로 주로 구성된다. 그러한 임무는 환자 케어팀, 시장에서

의 인식, 운영 효율성,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팀

행정은 한 부서나 시설의 경영 리더십을 포함하고, 조직의 전체적인 기능과 관리에 관한 24시간 책임을 지

닌다. 행정은 비전을 설정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그것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책임)를 설정한다. 또한, 자신의 수행에 책임을 지는 팀을 유지하고, 

조직 문화를 정의함으로써 팀워크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 간다.

팀이 환자 케어를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10

전통적으로 보건의료는 개별적인 보건의료인 혼자서 환자 케어와 치료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

만 오늘날 환자가 단 한 명의 보건의료인에 의해 치료받는 것은 드물다. 복합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맥

락에서, 환자안전은 환자를 케어하는 다른 인력과의 잘못된 의사소통 및 역할과 책임에 관한 오해에서 발생

하는 위해사건을 최소화하는 것에 효과적인 팀워크가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환자는 자신의 케어에 확정된 권

리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는 의사소통 경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환자의 참여가 잠재적 위해사건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복합상병, 노령 인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팀워크 같은 비기술적 술기와 위해사건의 관

계는 현재 잘 확립되었다(9,10). 이러한 문제에는 케어에 관해 조화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팀 훈련에 관한 중요한 고찰에서 Baker 등(1)은 팀으로서 보건의료인을 교육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향상하

고 의료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팀워크는 일차 케어(12) 및 암 치료(13)와 같은 분야에서의 향상된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팀워크는 의료오류 

감소와도 관련이 있었다(14, 15). 표 B.4.1에 요약된 것처럼, 팀워크 향상은 팀 내 개인 실무자, 전체로서의 팀뿐 

아니라 그 팀이 속한 조직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향상된 환자 결과와 안전을 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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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4.1.    효과적인 팀워크의 측정

효과적인 팀워크의 측정 가능한 결과

개인의 이익

조직의 이익 팀의 이익 환자 팀 구성원

재원기간 및 비용 감소 케어의 조정 향상 케어에 대한 만족 향상 직업 만족도 향상

예상하지 못한 입원 감소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사용 치료의 수용 역할이 더 명확해짐

환자에 대한 접근성 증가 의사소통 향상 

직종의 다양성 증가

보건의료 결과와 케어의 질 향상

의료오류의 감소

안녕의 향상

출처: Adapted from Mickan SM, Rodger SA. Effective health care teams: a model of six characteristics developed from 
shared perceptions.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005 (16).

팀을 어떻게 형성하고 개발하는가? 11

팀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관해 다른 고위험 산업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B.4.2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팀 개발에는 형성기(forming), 혼란기(storming), 정상화(norming), 수행기(performing)의 4단

계가 있다(17).

표 B.4.2.    팀 개발 단계

단계 정의

형성기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혼란한 특징이 있다. 팀원은 함께 일하도록 선택되지 않았을 수 있고, 조심스럽고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팀원이 업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혼란기
팀원 간 갈등이나 할당된 업무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어려운 단계. 팀원은 직권을 얻기 위해 다툴 수도 있고, 

업무 진행이 지연되어 좌절할 수도 있다.

정상화
팀원 간의 열린 의사소통이 확립되고, 그 팀이 업무에 직면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절차와 의사소통 양

상이 확립된다.

수행기
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이제 팀은 가깝고 도와주며 개방적이고, 믿음직스러우며, 자원이 

풍부하고, 효과적이다.

출처: Modified from Flin RH, O’Connoer P, Crichton M. Safety at the sharp end: a guide to nontechnical skills, 2008 (18).

다른 산업과 비슷하게, 응급팀이나 수술팀과 같은 많은 보건의료팀은 함께 일하도록 요구받고, 개인 간 관

계를 형성할 새 없이 완전히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형성기나 정상화 단계를 겪는다(18). 이러한 

이유로 보건의료인은 자신이 팀에 합류하기 전에 효과적인 팀원이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장

은 효과적인 팀의 특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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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팀의 특성 12

효과적인 팀워크를 설명하는 많은 모델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항공산업의 승무원 자원 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CRM)와 같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왔다. 상자 B.4.1은 항공산업에서 개발된 승무원 

자원 관리의 주요 특성을 정리한다.

상자 B.4.1.    승무원 자원 관리(CRM)의 요약

보건의료에서 승무원 자원 관리의 적용

승무원 자원 관리는 항공산업의 조종석 내에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팀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승무원 자원 관리는 ‘정보, 장비, 사람과 같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

원을 사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운행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USA). 승무원 자원 관리는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다른 안전 프로세스를 시

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보건의료팀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일부 팀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다른 팀은 구성원의 잦은 변화로 인

해 매우 불안정하다. 팀의 각 구성원은 다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Mickan과 Roger는 팀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보건의료팀을 뒷받침하

는 간단한 특성에 관한 다음의 목록을 서술했다(16).

공동의 목표

팀원은 집단의 이익을 포함하고 공유된 소유권을 나타내는 명확하게 정의된 공동의 목표를 형성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

팀은 측정할 수 있고 팀의 업무에 집중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효과적인 리더십

팀은 구조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팀원의 말을 경청하고, 팀원을 믿고 지원하는 효과적

인 리더십을 요구한다. 저자는 리더십의 역할에 동의하고 공유하는 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좋은 보건의료팀은 생각과 정보를 빠르게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작성한 기록을 유지하며, 팀이 성찰할 

시간을 허용한다. 몇몇 전문직 간 팀(의학 전문 분야만이 아닌 여러 학제에 걸친) 의사소통의 심층 분석은 

수술팀과 같은 고위험 팀에 주목하고 있다(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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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력

응집력 있는 팀은 독특하고 고유한 팀 정신과 헌신을 지니며, 팀원이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하므로 더 

오래 지속된다.

상호 존중

효과적인 팀은 자신의 전문적인 기여뿐 아니라, 서로의 재능과 신념을 존중하는 구성원을 가진다. 효과

적인 팀은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장려한다.

부가적인 요구사항

효과적인 팀을 위한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8, 18, 21).

• (개인 전문 기술과 팀워크 기술 두 가지 면에서) 개인 업무 능력 

• 업무 동기 

• 유연성 

• 자신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능력 

• 갈등의 효과적 해결과 갈등으로부터 학습하기 

•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참여

리더십 13  14  

효과적인 리더십은 효과적인 팀의 주요한 특성이다. 효과적인 팀 리더는 다른 팀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

도하고, 조정하기 위해 다음을 한다.

• 리더십 역할 수용하기

• 적절할 때 도움 요청하기

• 꾸준히 상황을 관찰하기

• 우선순위 정하기와 의사결정하기

• 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 활용하기

• 팀 갈등 해결하기

• 팀 내에서 업무량 균형 유지하기 

• 업무나 임무 위임하기

• 브리핑, 작전 회의, 디브리핑하기

• 팀 구성원이 자유롭게 말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권한 주기

• 팀을 위한 향상과 훈련 활동 조직하기

• 팀의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그룹 문화 유지하기

• 팀이 순조롭게 유지되고 기대되는 결과를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환자를 보건의료팀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환자는 보건의료를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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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역할로 더 수동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질병에 관한 그들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안다. 학생은 환자와 가족을 가능한 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

기 시작할 수 있다. 환자와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하며, 부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병동 회진이나 임상 상담이라는 맥락에서 모두 행해질 수 있다. 팀의 모든 사람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확인에 환자를 포함시켜라.

보건의료팀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15

아일랜드 태생 영국인 작가인 George Bernard Shaw가 “의사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

다는 환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좋은 의사소통 기술은 환자안전과 효과적인 팀워크에 있다. 다음의 전

략은 팀 구성원이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는 정보에 집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최근 들

어 의대학생을 대상으로 실감나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전화 의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 ISBAR(Introduction,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도구를 사용해 왔다(22).

다음 설명과 사례 예시는 TeamSTEPPSTM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것이다(8).

ISBAR

ISBAR은 즉각적 주의와 행동이 필요한 어떤 환자의 문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기술이

다. 이 기술은 보건의료인 간의 대화에서 올바른 정보와 문제의 수준을 의사소통하게 보장하려는 의도이다.

소개(Introduction)

“제 이름은 Mary Smith이고 저는 4병동의 5번 병상에 있는 Joseph씨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상황(Situation)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251호 병실의 Joseph씨 일로 전화하였습니다. 환자의 주호소는 새로 발생한 호흡곤란입니다.”

배경(Background)

임상 배경이나 맥락은 무엇인가?

“환자는 복부 수술을 한 지 하루가 지난 62세 여성입니다. 심장이나 폐 질환의 병력은 없습니다.”

사정(Assessment)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측 폐에서 호흡음이 감소하였고, 호흡 시 통증을 호소하여 기흉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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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Recommendation)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환자의 상태를 지금 바로 사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즉시 와 달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상급자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해야 한다.

외치기(Call-out)

외치기(Call-out)는 응급 상황에서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모든 팀원에게 동시에 알리기 위해 의사소통

하는 전략이다. 이 기술은 팀원이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그 업무 수행에 책임이 있는 특정한 개인에게 책임

을 알려주는 것을 도와준다. 다음은 팀 리더와 전공의가 외치며 정보를 교환하는 예시이다. 

리더: “기도 상태는?”

레지던트: “기도는 깨끗합니다.”

리더: “호흡음은?”

레지던트: “우측 호흡음이 줄었습니다.”

리더: “혈압은?”

레지던트: “혈압은 96/92입니다.”

재확인(Check-back)

이것은 송신자(sender)가 전달한 정보를 수신자(recipient)가 그 의도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기

술이다(23).

1단계: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를 시작한다.

2단계: 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3단계: 보내는 사람이 그 메시지가 이해되었는지 재확인한다.

의사: “Benadryl 25 mg을 IV 주입해주세요.”

간호사: “Benadryl 25 mg IV 주입이요?”

의사: “맞습니다.”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정확한 정보 교환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 의사소통 오류는 환자가 정확하지 않게 치료받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들은 위해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임상에서의 인계는 치료의 관점에서 환자

에 대한 직업적 책임과 의무가 다른 사람이나 직종의 그룹에게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I PASS the BATON’은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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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Introduction) 자기소개, 자신의 역할과 직업, 환자의 이름 소개

P 환자(Patient) 이름, 식별자(ID), 나이, 성별, 위치

A 사정(Assessment) 주호소, 활력징후, 증상과 진단 제시

S 상황(Situation) 현재 상태/상황 - 코드 상태, (불)확실의 단계, 최근 변화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포함

S 안전 문제(Safety concerns) 중요한 검사결과/보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 알레르기, 주의사항(낙상, 격리 등)

The

B 배경(Background) 복합상병,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가족력

A 행동(Actions) 어떤 행동이 취해졌거나 필요한가? 간단한 근거를 제공함

T 시기(Timing) 위급성의 수준, 정확한 타이밍, 행동의 우선순위 설정

O 소유권(Ownership) 환자/가족을 포함해, 누구(사람/팀)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함

N 다음(Next)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계획은 무엇인가?

비상 계획은 있는가?

  

의견 불일치와 갈등 해결하기 16

팀에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팀워크에 중요하다. 이것은 학생과 같은 팀 내 경

력이 적은 구성원에게, 또는 매우 위계적인 팀에서는 특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팀의 모든 구성원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프로토콜은 팀원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

사람들이 자신의 근무 환경을 대인간 위험을 감수해도 괜찮은 환경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24). 

2회 도전 규칙(Two-challenge rule)

2회 도전 규칙은 모든 팀 구성원이 매우 중요한 안전의 위반을 감지하거나 발견했을 때 어떤 활동을 중지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팀원들에게 한 번 의견을 밝혔으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처음 주장이 무시된다면, 적어도 두 번은 자신의 우려를 다시 말함으로써(‘2

회 도전 규칙’으로 명명함) 자신의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두 번의 시도는 같은 사람, 혹

은 다른 두 명의 팀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도전은 질문의 형태여야 한다.

간호사: “저는 23병상의 Jones씨가 걱정됩니다. 그녀는 좋지 않아 보이고, 그녀의 증상이 평소 나타나던 것

과 다릅니다. 와서 그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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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도전은 팀 구성원의 우려가 더해져야 한다.

간호사: “저는 Jones씨에 대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녀의 증상이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저는 그녀가 지

금 진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환자를 옹호하는 것이다. 2회 도전 규칙은 표출된 우려를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도록 

보장한다.

도전을 받는 팀원은 상대방의 우려를 인정해야만 한다.

의사: “당신이 말한 것을 보면, Jones씨에 관해 매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금 살펴보겠습

니다.”

만약, 도전을 하였음에도 결과에 변화가 없거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독자나 명령 계통의 바로 

윗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CUS

CUS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돕는 세 단계 프로세스의 약어이다.

I am Concerned 나는 우려가 됩니다.

I am Uncomfortable 나는 불편합니다.

This is a Safety issue 이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DESC 스크립트

DESC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다. 

Describe: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라.

Express: 그 상황에 관해 당신이 느끼는 것과 우려가 무엇인지 표현하라.

Suggest: 다른 대안을 제안하고 합의점을 찾아라.

Consequences: 설정된 팀 목표나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론이 서술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팀워크에 대한 도전 17  

보건의료에서 효과적인 팀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수많은 구체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를 아래에 서술하였다.



주제 4  효과적인 팀원 되기         185

역할 변화

많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이 맡은 역할에 상당히 많은 변화와 중복이 있다. 그 예로, 

조산사, 단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방사선 촬영기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수행하는 간호사, 발치와 간단

한 치아 복원술을 수행하는 치과 치료사, 전문간호사, 조산 전문간호사, 약을 처방하는 약사의 역할 변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역할 분담과 역할 인정이라는 면에서 팀에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치과 

조무사나 간호보조원, 보조원과 같이 특정 자격을 가지지 않은 팀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팀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동등한 팀원으로서 지도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들은 적절하게 준비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환경 변화

보건의료의 특징은 많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케어가 증가

하고, 많은 수술이 외래 센터로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팀의 개발과 존재하는 팀의 

수정을 요구한다.

보건의료 위계

보건의료는 매우 강력하게 위계적인 속성을 가진다. 위계적인 환경은 모든 구성원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

는 곳에서 잘 기능하고 효과적인 팀에게 비생산적일 수 있다. 팀 리더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 팀워크

가 보건의료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무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의사소통의 문화적인 규범이 있는 국가에서는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보건의료의 개인주의적 특성

간호사, 치과의사, 의사와 같은 많은 보건의료 직종은 제공자와 환자 간의 독자적인 일대일 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관계는 핵심 가치로 남아 있지만, 팀워크 및 공유하는 케어의 많은 개념에 의해 도전받는다. 이

것은 자신의 환자에 관한 치료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임상의사부터 팀 기반 케어의 법의학적 함의(medico-

legal implications)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다.

팀의 불안정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보건의료팀은 종종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며, 특정한 업무나 사건을 위해 모인다(예, 

심정지 대응팀). 이러한 팀의 일시적인 특성은 팀 구성원에 대한 훈련의 질을 매우 강조한다. 종사자가 서비

스 전달에 집중하고 종종 교육과 훈련에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보건의료에 특별한 도전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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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서의 사고 18  

항공 재난과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검토하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요 팀워크 실패의 유

형을 발견하였다. 역할의 불분명한 정의, 분명한 조율의 부족, 그 밖의 잘못된 의사소통이다(18,25).

팀 수행 평가하기 19  

어떤 팀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은 팀 수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 많은 팀워크 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8, 26, 27). 팀은 모의 환경에서 자신의 실제 실무에 관한 직접 관찰이나, 팀워크 교육에 관한 아래 섹션

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팀워크 실습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팀은 팀 내에서 개인 수행의 수준이나 팀 자체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평가는 전문가나 수행에 관한 

동료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 스타일이나 개인이 팀워크에 가져오는 문제 해결 기술에 관한 분석은 다음 팀 수행 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28).

지식 요구사항의 요약 20

효과적인 팀워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은 성공한 팀의 특성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팀이 기능하

는 방법과 효과적인 팀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ISBAR, 외치기(call-out), 재확인(check-back), ‘I PASS the BATON’을 포함하는 팀 의사소통 및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도구가 있다.

학생이 팀워크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21  22  23

학생은 그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팀워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보건의료 학위 프로그램은 

문제 중심 학습(PBL)에 기반을 두거나, 지식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소그룹 토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은 팀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무엇이 효과적인 

학습 그룹을 만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정보, 교과서, 강의 노트를 공유해서 학습하는 것은 환자

나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예행 연습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가치와 가정이 다른 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념하라

학생은 다른 보건의료인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함으로써 배운다. 학생들은 하나의 팀이 다양

한 성격과 실무 스타일로 구성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 팀을 덜 효과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

이다. 오히려 팀의 다른 구성원의 장단점에 대한 상호보완이 고품질의 안전한 케어 전달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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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원의 역할과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팀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념하고, 팀 

구성원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인식하라

보건의료인이 팀에서 맡는 서로 다른 역할이나, 팀이 변화나 심리사회적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

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심지어는 보건의료인도) 종종 어려울 수 있다. 학생은 팀을 구조적으로 관찰하고, 서

로 다른 개인이 맡은 역할과 역할 분담이 개인 특성과 개별 팀 구성원의 직업 모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

찰하도록 권장받을 수 있다. 학생은 다른 팀원과 한 팀으로서 일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될 수 있

다. 교수진은 학생을 팀에 포함시키고 역할을 맡김으로써,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팀원이 다른 직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뢰와 치료를 제

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환자를 팀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라

학생이 환자를 인터뷰하고, 병력을 청취하고, 시술을 수행하거나 환자를 위한 치료 중재를 제공할 때, 학생

은 환자와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환자와 함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가질 수 있는 불안이나 걱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학생은 

환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환자를 어떻게 포함할지 팀과 상의하거나, 환자를 클리닉과 병동 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상호 지원 기술을 사용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고, 행동을 변화하고 관

찰하라

학생은 스터디 그룹 중 동료와의 업무에서나 그들이 훈련 과정 중 보건의료팀 내에서 이 모든 역량을 실습

할 수 있으며, 점차 환자 케어에 관여하게 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리더십 스타일, 갈등 해결 기

술, 의사소통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그룹과 보건의료인에게 많은 팀워크 실습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이 

팀워크 활동을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정도는 보건의료인이 팀이나 팀 리더에게 안건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학생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용적인 팁이 많이 존재한다. 학생은 훈련의 매우 초기

부터 좋은 팀워크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명확하고 예의 바른 의사소통은 좋은 팀워크의 기본이다. 단지 

몇 분만 함께 일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신을 환자, 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라. 팀원의 이

름을 익히고 이를 사용하라. 몇몇 사람은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같이 더 적은 시간을 함께하는 팀원은 중요하

지 않다고 믿어, 그들의 이름을 익히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간호사’나 ‘조무사’ 같은 직업으로 부

르기 보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팀 구성원은 서로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가졌는지 확인하라.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주관적인 언어가 아닌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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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다시 읽고, 환자 케어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의사소통의 고리를 닫아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하

게 말하라.

간호사: “Brown씨가 엑스레이를 촬영할 것입니다.”

학생: “자, 지금 우리는 Brown씨의 엑스레이 촬영을 할 것이군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라. 질문하고 계속해서 분명히 하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

간호사: “Brown씨는 엑스레이를 촬영할 것입니다.”

학생: “자, 지금 우리는 Brown씨의 엑스레이 촬영을 할 것이군요.”

간호사: “네.”

학생: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누가 Brown씨를 데려갑니까?”

필요한 경우, 자기 의견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환자가 심각한 손상의 위험

에 처했다면 학생을 포함한 보건의료인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상급자는 자신의 환자 중 하나가 심각

한 위해사건을 피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마워 할 것이다. 갈등이 일어날 때, ‘누가’ 옳고 그

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환자에게 옳은 것인지에 집중하라.

팀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팀에 브리핑하고, 그 후 디브리핑을 하라. 이것은 팀의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일이 되

었는지, 다음에는 무엇이 다르거나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사례 연구

팀에 의한 잘못된 의사소통

이 사례 연구는 부족한 팀워크가 어떻게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한 의사의 첫 주 응급실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의 근무는 한 시간 전에 끝났지만, 응급실은 바빴고, 부

서 책임자는 그에게 환자 한 명을 더 진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환자는 18세 남성으로 그가 약물 과다복용을 

했다고 확신하는 부모와 함께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전날까지 가득 차 있던 Paracetamol의 빈 병을 발견하

였다. 그는 이전에도 약물을 과다복용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두통 때문에 몇 알만 복용했다

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나머지 알약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것들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의 부모는 자

신들이 6시간 전에 빈 병을 발견하였고, 빈 병이 발견되기 4시간 이전에 Paracetamol을 복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10시간 이전).

의사는 위 세척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신에 Paracetamol과 Salicylate 농도

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의사는 검사 결과를 응급실에 가능한 한 빨리 전화로 알려달라

고 검사실에 부탁하였다. 임상병리사가 전화했을 때, 한 학생간호사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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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메모장에 적었다. Salicylate 농도는 음성이었다. 

Paracetamol 농도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임상병리사는 ‘2’라고 말한 후, 잠시 쉬고 나서 ‘1’, ‘3’이라고 말했

다. 그 학생간호사는 ‘2.13’이라고 반복한 후, 전화를 끊었고 ‘2.13’이라고 메모장에 적었다. 그 임상병리사는 

이 농도가 독성 수준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았고, 학생간호사가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의사가 데스크

로 왔을 때, 학생간호사는 검사 결과를 읽어주었다. 그 의사는 게시판에 그려 있던 약물 과다복용 시 치료법

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게시판에는 Paracetamol 과다복용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있었다. 그래프에서 ‘2.13’은 치료적 수치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그 의사는 부서 책임자에게 확인할까 잠시 생각했었으나, 부서책임자는 너무 바빠 보

였다. 대신, 그는 학생간호사에게 내일 정신과의사가 검진해야 하니 밤 동안 환자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는 검사실에서 온 검사 결과지를 보기 전에 퇴근하였다. 검사 결과지에는 ‘Paracetamol 농도 213’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실수는 환자에게 비가역적인 간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되는 이틀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

다. 간 이식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고, 환자는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다. 만약 그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치

료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의사는 다음 근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에서야 동료 의사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고, 충격을 받

은 상태에서 그는 정확한 결과라고 생각해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Paracetamol 농도는 절대로 소

수점 단위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프로토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Paracetamol 농도가 나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모순되

게도, 그 환자의 과거력을 통해 환자가 상당한 수의 약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유념하고 있었

다. 의사, 학생간호사, 임상병리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진짜 문제는 검사 결과를 의사소

통하는 시스템 내에서 안전 확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소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련의 작은 실수를 만들

고, 시스템은 그것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였다.

활동

- 이 이야기에서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정보의 흐름도를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지점을 강조하라. 

-   그 의사와 학생간호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논의하고, 보고하는 동안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논의하라.

출처: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London, Department of Health, 2005. 이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

산권은 영국의 국가 환자안전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NPSA)에 있으며, 모든 권리는 유지된다. NPSA는 

보건의료조직이 이 자료를 교육용 및 비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환자에게 위해 결과를 초래한 직원 간 정보 전달과 가정(assumptions) 확인의 실패 

이 예시는 외과 수련의와 직원 사이의 역동관계와 수술방 내, 외의 직원 이동이 위해사건을 야기할 수 있음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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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 우회술을 하기 전, 환자가 수술방으로 옮겨졌고,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환자가 

‘Morphine과 수술용 스테이플’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이 정보는 외과 전문의

와 마취과의사에게 다시 전달되었다. 

수술이 끝나갈 때쯤, 외과 전문의가 수술방을 떠났고, 한 명의 외과 전임의와 두 명의 외과 전공의가 수술을 

마무리하기 위해 남았다. 그 외과 전임의가 수술방을 떠나자, 두 명의 외과 전공의가 절개 부위 봉합을 위해 

남았다. 그 두 명의 외과 전공의는 환자 복부에 긴 절개 부위를 따라 스테이플로 봉합하였다. 또한, 그들은 내

시경 삽입을 위한 3개의 절개 부위도 스테이플로 봉합하였다. 그 전공의들이 스테이플 봉합을 시작했을 때, 한 

의대학생이 환자 의무기록에서 1장의 기록을 빼서 그것을 전공의에게 가지고 왔다. 그 의대학생은 전공의 중 

한 명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가 읽을 수 있도록 종이를 잡았고, 그녀에게 이 환자가 스테이플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 전공의는 그것을 보고는 “스테이플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그 외과 전공의가 스테이플 봉합을 마쳤을 때, 외과 전문의가 수술방으로 돌아왔다. 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

공의가 절개 부위를 스테이플로 봉합한 것을 보고, 환자는 스테이플을 원하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모든 스테

이플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 전문의는 이 알레르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

한 부주의에 대해 사과하였다. 전공의 중 한 명이 스테이플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지 물었고, 외과 전문

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과 전문의는 전

공의에게 모든 스테이플을 제거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으로 인해 30분이나 추

가로 더 소요되었다.

토의

-   이 사례가 어떻게 환자의 요구 및 선호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모든 팀 구성원 간의 분명한 의사소통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지 논의하라.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Case supplied by Lorelei Lingar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응급 소생술은 팀워크를 요구함

이 사례는 효과적인 응급 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해 팀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의사 Simon은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반쯤 마쳤을 때, 심정지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

다. 그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5층 병동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뛰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

이라 엘리베이터는 붐비었다. 그가 환자에게 도착한 순간, 한 간호사는 응급카트를 옮기고, 또 다른 간호사는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 의사가 “혈압, 맥박/심박수는?”이라고 소리쳤다.

한 간호사가 혈압계 커프를 잡고 팽창시키기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를 잡고 있던 간호사는 환자의 손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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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맥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의사는 심전도 모니터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환자의 침상 머리를 낮추라고 

소리쳤다. 간호사들은 그의 처방지시를 따르고자 하였다 한 명은 혈압 측정을 멈추고, 침상 머리를 낮추었다. 

이 과정에서 침대 옆 패널에 산소 튜브가 끼면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었다.

Simon은 초조해졌다. 심박수나 심장 리듬이 잡히지 않았다. 그 환자는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심장 모니터가 켜졌고, 심실 세동이 관찰되었다.

“제세동기 패드를 부착하고 50J 준비하세요.” 라고 Simon이 요청했다.

간호사들은 그를 바라보며 “뭐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제세동기 패드를 부착하고, 즉시 50J 준비하세요.” 라고 Simon이 반복하였다.

“의사를 부르세요. 아무 의사라도 불러서 나를 보조하도록 해요!” 라고 그가 소리쳤다.

그들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

활동

- 이 혼란스러운 사례를 명확한 방식으로 서술하라. 주요 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라.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Case supplied by Ranjit De Alwis, Senior 

Lecturer, 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Kuala Lumpur, Malaysia.

팀의 모든 구성원이 중요하다

이것은 수술팀 브리핑 계획이 수술팀 내의 구성원에게 어떻게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이다. 수술팀의 브리핑은 환자 및 수술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술 

전에 간호사, 외과의사, 마취과의사가 짧게 만나는 것이다.

저위 전방 절제술(low anterior resection) 및 회장술(ileostomy) 준비 과정에서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팀이 

브리핑을 위해 만났다. 외과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술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이 환자

가 자신의 탈장에 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외과의사는 (아직 깨어 있는) 환자에

게 탈장에 관해 물었다. 그 외과의사는 수술팀에게 탈장 주변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와 그물망(mesh)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질문

- 이곳이 수술 전 약물이 투여된 환자와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   환자에게 제공되었을 수 있는 사전 동의서의 유형은 무엇인가? ‘환자가 자신의 탈장에 관해 걱정하고 있

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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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는 이 문제를 환자가 수술방에 도착하기 전에 제기해야 했는가?

- 추후 관리를 위해 이 내용을 의무기록에 남겨야 하는가?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Case supplied by Lorelei Lingar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Ontario, Canada.

치과에서의 응급상황

이 사례 연구는 응급상황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 팀의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어금니를 발치하는 동안, 환자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창백해졌다. 그 환자는 몸이 좋지 않다며 치과의사

에게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치과의사는 치료를 중단하고, 그 환자를 반듯이 눕힌 후 다리를 올렸고, 응급장비를 요청하였다.

치과보조원은 이 센터에서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응급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응급장비를 찾으러 가는 동안 치과의사를 환자와 단 둘이 남겨두고 치과를 떠났다.

그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응급장비 없이 홀로 진료실에 남겨진 치과의사는 도움을 요청하러 밖

으로 나갔다.

2분 후, 치과의사가 (응급 장비의 위치를 확인한) 치과보조원 및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돌아왔다.

그 당시 환자는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치과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치과보조원은 응급

차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그 팀은 그 환자를 살릴 수 없었다.

질문

- 어떤 요인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

- 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가?

출처: Case suppli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교육 전략 및 방법

이 장은 팀워크 학습과 실습에 관한 많은 전략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팀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팀워크에 관한 지식은 강의를 통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이론이 있다. 위에서 나

열한 지식 요구사항은 강의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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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에 관해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어떤 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한

된 자원을 가지고 소그룹의 학생과 쉽게 운영될 수 있는 팀 기반의 수많은 활동을 포함한다. 학생이 보건의료

팀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우리는 학생이 보건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팀워크에 관한 경험

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학생을 실제 보건의료팀에 익숙하게 하려면, 우리는 학생이 훈련을 받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만나게 될 팀

의 유형을 예상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의대학생과 저년차 의사를 위해 개발된 팀워크 훈련에 관한 최근의 체계적인 문헌고찰에서, 짧은 기간에 걸

쳐 진행된 학생과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팀워크 기술 교육은 적당히 효과적이었으며, 더 많은 팀워크 원칙

이 훈련 프로그램 내에서 다루어졌을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9).

팀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해당 국가에서의 위계 특성과 관련해서, 모든 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지

역 문화에서 수용할 수 있는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 장을 당신의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직종 간 교육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한다. 

프로그램 교육과정 내 팀워크 교육

1년에 걸친 훈련 프로그램 동안, 팀워크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계층화할 기회가 있다. 예를 들면, 한 프로

그램을 다음의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 

초기

강의 내용 

• 팀워크의 기본과 학습 스타일 

• 보건의료에서 다양한 팀 유형 

• 다른 학습 스타일

소그룹 활동

  

• 기초적인 팀 기반 기술 개발 

• 서로 다른 학습 및 문제 해결의 스타일 이해하기

• 보건의료 외부의 팀 경험을 반영하기

• 다양한 보건의료팀의 역할

중기와 후기

강의 내용 

• 팀 내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 효과적인 팀의 특징

• 효과적인 팀워크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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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활동 

• 직종 간 참여 

• 학생으로서 보건의료팀에 참여한 경험 반영하기

• 보건의료 맥락에서 (저충실도, 고충실도) 팀워크 시뮬레이션

교육 활동

역할 모델 참여시키기

팀워크는 학생이 마주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항상 인정받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팀워크 교육의 전달에 임상적 역할 모델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역할 모델로 일할 

다학제 팀에서 일하는 평판 좋은 보건의료인을 알아보라. 이상적으로, 이러한 역할 모델은 팀워크 이론의 다

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할 때마다, 역할 모델은 다양한 보건

의료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팀워크 경험을 되돌아보는 활동 

팀워크 개념을 학생에게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은 학교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자신이 참여했던 팀을 되돌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포츠 팀, 업무 팀, 성가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되돌아보는 연습은 팀워크에 관

한 질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되돌아보는 연습은 지역 커뮤니티 내에 국한되거나 현재 있는 팀워크 실패 또는 성공의 사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팀워크 실패에 관련된 스포츠 팀의 패배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팀워

크의 실패에 따른 임상 오류에 관한 퀴즈나 그룹 토의를 포함할 수 있다.

항공기 추락이나 원자력 발전소 실패와 같은 보건의료 밖에서 세간의 시선을 끄는 팀워크 실패 또는 성공

의 예는 팀워크 원칙에 관한 교육에서 종종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은 Flin 등(18)이 자세하게 

설명한다.  

팀 형성 실습

팀 역학과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이 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

으로 많은 예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팀 참여자에게 유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나 팀워크에 관

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팀 형성 실습은 재미있고, 종종 학생 그룹의 결속에 긍정적인 부수효

과가 있을 수 있다.

팀 형성 실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습 끝에 하는 디브리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디브리핑의 목

적은 무엇이 팀을 위해 잘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효과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팀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관해서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도전을 관리하는 전략은 차후의 수업에서 알아보고 실

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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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탑 세우기: 팀 형성 실습의 예

이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실습의 한 예로, 물리적인 접촉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룹의 크기, 에너지, 사용 

가능한 시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시작하기 위해 학생 그룹을 2~6명으로 나누어라. 각 그룹에 같은 장수의 신문(더 적을수록 더 어렵고, 

20~30장이 10~15분 실습에 좋다)과 접착테이프 한 통을 지급하라. 임무는 할당된 시간에 단지 신문과 접

착테이프만으로, 받침대 없이 설 수 있는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것이다. 실습의 핵심은 계획 세우기(시간, 

만들기 방법, 창의성)의 중요성과 팀 업무에서 동기부여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은 매우 명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탑이 스스로 서 있어야만 하는가, 또는 버팀대를 사용하여 받칠 수 있는가? 어떠

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분명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가 밝혀지는 것만이 중요하다.

당신은 실습의 주요 목적과 사용 가능한 시간의 양과 각 팀의 인원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신문지 장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팀이 더 작고 가능한 실습 시간이 더 적을 때 더 적은 장수의 신문지를 사용

해야 한다. 짧은 기간, 큰 규모의 팀, 신문지 장수가 많은 경우는 큰 혼란이 초래된다. 이것은 리더십과 관

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 이상적일 수 있다. 당신의 초점이 리더십과 계획 단계 관리에 있지 않다면, 큰 

규모의 팀에 적은 장수의 신문지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 계획과 디자인 단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든 

재료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면, 작은 팀에는 많은 장수의 신문지가 필요하지 않다.

모의(시뮬레이션) 보건의료 환경 

시뮬레이션은 보건의료에서 팀워크를 학습하고 연습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모의 환경은 특히, 

마네킹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이 사용된다면, 실제 환자가 없는 안전함과 시나리오의 진전 속도를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키는 능력을 결합할 때 학습에 이상적이다. 건전한 팀워크 행동의 중요성은 응급 상황에서나 시간

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히 분명하므로, 이것은 팀워크 실습에 이상적이다. 게다가 학생은 실시간으로 어떤 상

황을 다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기회를 얻는다.

이상적으로, 모의 환경은 보건의료인이 섞여 있는 그룹을 이용해 팀워크를 살펴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팀

워크를 살펴볼 때, 초점은 학생의 술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실습의 초점이 되도록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보통 초기의 절차상 워크숍을 통해 학생이 실제 시나리오 이

전에 그 시나리오의 술기적인 측면을 학습하고 연습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 팀이 기본적인 지식과 술기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논의해야 할 너무 많은 중요한 임상과 술기적인 문제로 인해 팀워크를 논의할 기회

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이 사전에 그 시나리오의 술기적인 면에 잘 훈련돼 있다면, 도전과

제는 하나의 팀으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그 시나리오의 비

기술적인 측면, 즉 시나리오가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팀워크, 리더십, 의사소통 문제를 살펴보는 강력한 기회

가 된다(18).

앞서 논의된 다른 팀 형성 실습에서와 같이, 팀이 실습에서 수행한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무엇이 잘 진행되

고 왜 그러한지, 무엇이 어려웠고 왜 그러한지, 그리고 다음 번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한 구조화된 디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기 다른 보건의료 분야의 학생이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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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각 직종의 서로 다른 역할, 관점, 도전 과제를 디브리핑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실습과 관련된 주요 제약은 그것이 자원 집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화된 마네킹

을 사용하고, 교육 환경을 임상 환경처럼 보이도록 시도한다면 더 그렇다.

보건의료팀에 참여하기

특히, 훈련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있는 학생은 모든 기회에 서로 다른 유형의 보건의료팀에 참여하도록 권

장되어야 한다. 특정한 과나 클리닉에서 온 임상의사가 보건의료에 (다학제가 아닌) 전통적인 사일로 접근 방

식을 유지할 경우, 이것이 학생을 한 팀의 일부로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교수진은 학생이 환영받고 이상적으로 학생에게 참여적 역할이 주어질 수 있는 팀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

한 팀은 정신 분야나 종양학에서 볼 수 있는 안정된 다학제 치료 계획팀, 또는 응급실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

은 더 유동적인 팀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팀도 포함될 수 있다.

학생은 보건의료에서 팀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 경험을 동료 및 교수진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생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팀을 정하고, 왜 그 팀이 그렇게 정해질 수 있었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 팀의 강점은 무엇이었는가?

• 어떤 직종이 팀을 대표했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팀이 분명한 목표를 가졌는가?

• 분명한 리더가 있었는가?

• 모든 팀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허락되었는가?

• 팀 구성원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가?

• 학생들이 팀이 향상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 환자가 팀의 일부였는가? 

• 결과가 무엇이었고, 그것들이 효과적이었는가?

일차 케어와 이차 케어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이나 인계/인수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팀워

크 분야를 학생이 살펴보고 되돌아보도록 요구해야 한다.

팀이 어떻게 기능하고 함께 일을 했는지 논의하기 위해 효과적인 다학제 팀과 함께 패널 토의에 학생이 참

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직종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보건의료의 팀워크는 학부 교육 내에서 직종 간 교육(IPE)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논의될 수 없다.

직종 간 교육(IPE)의 핵심은 서로 배우고, 함께 배우기 위해 학부 교육 동안 각기 다른 학과에서 학생들을 

데려와 효과적인 팀 기반 실습을 위한 미래 실무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이 특정한 직종의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의료인의 서로 다른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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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의 직종 간 교육이 추후 팀워크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논쟁이 있지만, 이 논쟁을 지지하는 연구

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

대학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이용할 수 있는 학부 프로그램, 상급 수준에서 그 개념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

라 직종 간 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데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접근 방식은 추가적인 직종 간 교

육 모듈 및 활동을 통한 전체적인 업무 개혁과 모든 보건의료 교육과정 배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편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지침에 포함된 자원과 활동은 여러 직종이 모인 학생 그룹뿐 아니라, 특정한 직종의 영역에 속한 학생들

의 교육에도 유용하도록 의도하였다.

아래에 직종 간 교육에 관한 추가 자료와 직종 간 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대학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도구 및 관련 자료(IPE)

•	   Greiner AC, Knebel E, eds.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bridge to quali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	   Almgren G et al. Best practices in patient safety education: module handbook.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Center for Health Science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2004.

• 다음은 직종 간 교육(IPE)의 주요 계획을 소개하는 대학이다.

 –   Faculty of Health Sciences, Linkoping University, Sweden. (http://www.hu.liu.se/?l=en; accessed 1 July 

2016). 

 –   College of Health Disciplin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http://www.chd.ubc.ca/; 

accessed 1 July 2016).

•   팀 형성 무료 게임은 아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http://www.businessballs.com/teambuildinggames.htm; accessed 1 July 2016.

요약

요약하면, 보건의료 직종 내에서 학생을 위한 팀 훈련은 다양한 기술에 기반을 둘 수 있으며, 대부분 강의

실이나 저충실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전달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학생은 팀에 참여하고 경험과 유도된 자아성찰을 통해 배워야 하며, 팀 훈련은 효과적인 팀워

크의 가능한 많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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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 관련 자료

•	 TeamSTEPPSTM: Strategies and tools to enhance performance and patient safe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http://teamstepps.ahrq.gov/abouttoolsmaterials.htm; accessed 1 July 2016). 

TeamSTEPPSTM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다.

•	   The SBAR Toolkit 이 위에서 언급된 TeamSTEPPS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https://innovations.

ahrq.gov/qualitytools/sbar-technique-communication-situational-briefing-model; accessed 1 July 2016).

지식 사정

다른 많은 수단이 팀워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선다형 문항(MCQ)은 지식 요소를 살펴보는 데 사

용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서 수행한 팀 활동을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과제는 학생 간 팀워크를 요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될 수 있다. 이것은 완성해야 하는 의료 혹은 비의료 

관련 프로젝트를 스스로 선택하는 학생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아파트 설계 계획 또는 구강 건

강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교수진을 포함한다. 과제를 개발하면서 프로젝트 결과를 너무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이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에 관해 강조한다. 

후기 평가는 더 복잡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이 함께 일하는 팀과 어떻게 그 팀이 향상될 수 있었는지에 대

한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글쓰기 과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환자의 입원 생활을 따라다니거나, 한 보건의료인을 추적하고 그/그녀가 

얼마나 많은 팀을 만나는지, 각 팀에서 그/그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검토하여 팀 기능을 추적하는 것

을 포함한다.

팀은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중재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시뮬레이션 실습은 보건의료 팀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

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 일부 평가는 서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학생과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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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평가

어떤 실습을 평가할 때, 수많은 평가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현재 얼마나 많은 팀워크 지시 사항이 존재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요구 분석(혹은 장래의 

평가)

•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달 과정 평가

• 프로그램 동안 얻는 지식과 역량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 추적을 위한 영향 평가

평가를 위한 추가 정보는 교수자 지침(파트 A)을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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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강의 슬라이드: 효과적인 팀원 되기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다. 

주제 4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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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주의산만으로 발생한 처참한 결과

생애 처음으로 치과를 방문한 3세 남자아이가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아 충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정

기적인 치아 세정을 위해 치위생사에게 인계되었다. 치위생사는 아이의 치아를 세정한 후, 충치 예방 방

법으로 치아에 부식성의 불소겔을 도포하려고 솜을 사용하였다.

아이의 엄마에 따르면, 그 치위생사는 아이를 치료하는 동안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고, 아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입 안을 헹군 뒤 그 용액을 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그 물을 삼켰

다고 말했다.

아이는 구토, 발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치과의사에게 항의한 아이 엄마가 들은 답

변은 아이가 단지 일반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아이 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였고, 

아이는 같은 건물에 있는 근처 소아과 외래 진료소로 보내졌다. 그들은 두 시간 반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

다. 아이 엄마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점차 상태가 나빠졌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잠든 것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이는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마침내 감독자에 의해 호출된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보았다. 의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심장에 직접 

Adrenaline을 주사하는 치료를 했다. 응급차를 호출해 아이를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병원에 도착한 후, 엄마와 아이는 한 시간 이상 기다렸다. 그때, 아이는 다시 혼수 상태가 되었다. 의사가 아

이의 위를 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하여 아이는 사망하였다. 지역 독극물학자에 따르면, 아이는 

2% 부식성의 불소 용액 40ml를 섭취하였다. 이것은 치명적인 용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출처:   Case supplied by a WHO Expert Committee participant, Paris, October 2010.

서론 – 보건의료 오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1

이 사례 연구는 3세 남자아이의 비극적 사망의 기저요인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위의 사례 연구를 분석

한다면, 비극적이며 예방할 수 있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많은 오류를 드러내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던 절차를 알아낼 것이다. 오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

것의 재발을 막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보건의료 학생이 오류의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오류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가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키기 전에 오류를 막기 위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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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똑같이 중요한 한 가지 고려사항은 다른 사람의 오류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류에서 배우는 문제이다. 오류

의 발생 빈도와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바람으로, 오류 및 오류를 일으키는 조건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통해 시

스템 설계를 개선할 수 있다(이것은 [주제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에서 더 논의

된다). T3

키워드

오류, 위반, 근접오류, 사후 과잉확신 편향, 근본원인분석(RCA)

학습목표 2

오류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류로부터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이해하라.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3

이 장의 지식 요구사항은 학생이 오류에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류, 빠뜨림

(slip), 착오(lapse), 실수, 위반, 근접오류와 사후 과잉확신 편향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수행 요구사항 4  

교육 종료까지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류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알아낸다. 

• 위해사건 분석에 참여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실습한다.

오류 5

간단히 말하면, 오류는 ‘누군가 옳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것을 할 때’ 일어난다 (1). 다시 말

하면, 의도된 것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일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지 심리학자인 James Reason은 오류를 

“실패가 우연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일련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활동이 의도한 결과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다 공식적으로 말했다(2). 오류는 잘못된 것이 행해졌을 

때 ‘작위(commission)’가 일어나거나, 올바른 것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 ‘부작위(omission)’가 일어날 수 있다.

위반(violation)은 시스템에 의해 일어난 오류와 다르다. 위반은 한 개인이 용인된 프로토콜이나 케어 표준

에서 의도적으로 일탈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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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와 결과는 뗄 수 없도록 연결된 것이 아니다. 학생은 종종 아무 인적오류가 없는 곳에서 나쁜 결과를 

얻은 환자를 관찰할 것이다. 일부 치료는 최고의 인력과 최고의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잘 알려진 합병증

을 일으킨다. 다른 경우, 수많은 오류가 제때에 인식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가 행해지게 되면, 나쁜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주제 3에서 언급된 것처럼, 환자는 회복력

이 있으며,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신체나 면역 체계가 잘못된 치료를 견뎌내기 

때문이다. 7  

(보통 뜻밖의) 이러한 결과는 종종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지만, 오류의 정의는 결과

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오류가 인식되고 상황이 개선

되므로 보건의료에서 대부분 오류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결과의 특성이 종종 오류에 관한 우리

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종 ‘사후 과잉확신 편향’ 현상에 의한 것으로 상황의 

결과에 관한 지식이 문제의 사건 전이나 발생하는 동안 케어 표준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보통 좋지 않게) 영

향을 준다(2).

자신의 최근 일상생활에서의 ‘어리석은 실수’를 인생의 근본적인 사실로서 실수의 불가피성을 떠올리게 하

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참고하라).  8   

9  10  T2

의료기관 종사자의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근무 현장 밖에서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만드는 동일한 정신적인 

과정이 일할 때에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의 정황은 결과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든다.

의료오류나 보건의료 오류라는 용어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보건의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의 종류가 보건의료 고유의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보건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패턴은 다른 환경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상황의 종류와 차이가 없다. 보건의

료에서 다른 점은 오류의 만연함을 부정하는 무과실성의 문화라는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관

련 오류에 관한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실패(부작위 혹은 작위)가 일어났을 때, 고통받는 사람이 환자라는 것

이다. 

오류는 실패의 주요 2가지 유형 중 하나 때문에 발생한다. 행위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의도된 행

위가 잘못된 경우이다(3). 앞의 상황은 이른바 실행 오류라고 하고, 그 행위가 관찰 가능하다면 빠뜨림(slip), 

아니면 착오(lapse)라고 서술될 수 있다. 빠뜨림의 예는 장비의 버튼을 우연히 잘못 누르는 것이다. 착오의 예

로는 한 약물을 투여할 것을 잊어버리는 기억 장애이다.

의도한 행위가 실제로 잘못된 것일 때 발생하는 실패를 실수(mistake)라고 부른다. 실수는 계획의 실패(즉 , 

계획이 틀린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규칙이 적용될 때는 규칙 기반 실수일 수 있으며, 임상의사가 옳은 행위

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지식 기반 실수일 수 있다. 규칙 기반 실수의 예는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부적절한 치

료 계획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지식 기반 실수는 보건의료인이 익숙하지 않은 의료 상황에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 그림 B.5.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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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5.1.    오류의 주요 유형  11

출처: Reason JT. Human error: models and management. British Medical Journal, 2000 (4).

빠뜨림, 착오, 실수는 모두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실제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 달려 있다.

개인적인 오류 감소 전략뿐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는 환경은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서 서술하였다. 몇몇 다른 일반적인 오류 감소의 원칙은 아래에서 개략적으로 설명

한다. Reason은 일선 직원을 위해 각 개인이 처한 현재의 상태, 환경 특성, 직면한 업무의 오류 잠재성에 따

라 다른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사정하는 도구로 ‘오류 지혜(error wisdom)’의 개념을 홍보하고 있다(4). 

T2  

오류의 위험 증가와 관련된 상황 12

우리는 다양한 연구로부터 학생과 신규 보건의료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험 부족

적절한 준비 없이 학생이 처음으로 환자에게 시술하거나 치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은 우선 그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고, 모의 환경에서 마네킹이나 소품에 실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처음이

라면 시술하거나 치료를 하는 동안 학생은 적절하게 지도받고 관찰되어야 한다.

학생은 특권이 있는 위치에 있다. 환자는 학생들이 많이 알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제보다 더 경험 있는 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경험 있는 것처럼 소개하

게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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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

시간 압박은 사람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름길로 가도록 만든다. 그 예로 적절하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있

다. 다른 예로는 약사가 약물을 받는 사람과 적절하게 상담할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나 조산사가 임산부에게 

분만의 여러 다른 단계에 관해 적절하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 

부적절한 확인

확인이라는 간단한 행위는 수천 명의 환자가 잘못된 약물을 받는 것으로부터 구해준다. 약사는 약물을 주

기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각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

면서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을 돕는다. 학생(의대, 치대, 조산사 과정)은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전문

적인 일상으로 수행하는 약사와 간호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확인은 학생이 의료 환경이나 지역사회 

케어 환경에 들어가자마자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다.

잘못된 절차

이것은 부적절한 준비, 부적절한 직원 배치, 특정한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주의 등 수많은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 학생은 기능이나 사용하는 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어떤 장비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학생은 장비에 익숙해져야 한다. 누군가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

고, 그 사람과 장비를 사용하는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부적절한 정보

보건의료와 치료의 지속적인 질은 환자의 상세한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손글씨로 

환자 기록(의무기록, 약물 차트, 환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 다른 방법)에 기록하는 각각의 보건의료인

에게 달려 있다. 학생이 기록하는 정보를 습관적으로 검사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정보가 읽을 수 있는지, 정

확한지, 최신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 틀리고 부적절한 정보는 종종 위해사건을 일

으키는 요인이다. 정보의 정확한 언어 전달도 중요하다. 환자 케어와 관련된 매우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과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를 오류에 취약하게 하는 개인적 요인 13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상황뿐 아니라, 오류를 만드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다.

제한된 기억 용량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보건의료 직종과 업무 환경 위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얼마나 자신 있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 있다. 도움 요청은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지만, 다수는 여전히 

이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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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 부족은 학생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 요인일 수 있다. 만약 학생

이 간단한 업무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도움을 요청하는 학습은 모든 학생과 신규 보건의료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연구자들은 임상 실습

을 위한 의대학생, 간호대학생의 준비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많은 의대 졸업생이 초년기에 기본 임상 술

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간호사에게 실무 1년 차는 역시 부적절한 역량과 스트레스의 시기이다. 이는 

학생으로서 도움 요청을 꺼렸기 때문일 수 있다. 신규 의사는 급성 질환의 중요한 징후, 기도 폐색, 태아와 산

모의 안녕, 기본 심폐소생술와 같은 특정 분야에 부적절한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학생은 자신이 교과서에 저장된 기술적인 정보(technical information)를 반복시킬 수 있다면, 좋은 

보건의료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보건의료인이 오늘날 알아야 하는 정보량은 기

억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인간의 뇌는 단지 유한한 정보량만 기억할 수 있다. 학생은 기억에 의존해

서는 안 되며, 특히 많은 단계가 포함될 때 그렇다.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은 보건의료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근거를 따르는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학생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피로

기억은 피로에 영향을 받는다. 피로는 보건의료 실무자와 관련된 오류로 알려진 요인이다. 피로로 인해 발

생한 문제를 인정하여, 많은 국가는 의사의 초과 근무시간을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하는 과정 중에 있다(5). 오

랜 교대근무와 생물학적 주기 방해로 인한 인턴의 수면 부족과 안녕의 관계는 30년 전에 알려졌지만, 최근에

서야 겨우 정부 및 규제 담당자가 근무시간 제한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Landrigan 등(6)의 2004년 연구

는 수면 부족이 의료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였다. 이 연구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

한 브리검 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내과 중환자실과 관상동맥질환 케어병동에서 근무

하는 인턴들이 자주 24시간 이상 교대근무를 했을 때, 그보다 짧은 시간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수

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수면 부족이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7-9).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가진 문제, 의무적인 초과근무, 이러한 업무가 오류 증가를 일

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전문적인 논문에 기록되고 있다.

스트레스, 배고픔, 질환

학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뿐 아니라, 스트레스, 배고픔, 아픔을 느낄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학

생이 자신의 상태와 안녕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오류를 범하기 더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규 간호사의 소진은 오류를 일으키고, 간호사가 

직업을 떠나도록 한다. 스트레스와 소진은 관련이 있다.

많은 연상 기호 장치가 학생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돕는다. HALT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연상 기호 장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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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래와 같은지 주의하라. 14   

H  Hungry (배고픔)

A  Angry (화가 남)

L  Late or (늦음)

T  Tired (피로함)

자가 모니터링을 위한 또 다른 기억 도구는 IM SAFE이다. 15  

I  Illness (질환)

M  Medication (prescription and others) (처방 약물 및 그 외 약물)

S  Stress (스트레스)

A  Alcohol (알코올)

F  Fatigue (피로)

E  Emotion (감정)

언어나 문화적 요인

언어와 문화 요인으로 발생하는 의사소통 오류의 잠재성은 명백하지만, 통역사나 공통언어 없이 환자와 보

건의료인 간에 일어나는 많은 상호작용이 있다. 학생은 언어 장벽 및 문화 규범의 오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를 이해해야 한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또 하나의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은 환자와 그

들의 보호자가 서면 지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위험한 태도

감독 없이 환자에게 시술이나 중재를 시행하는 학생은 위험한 태도를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

한 학생은 환자의 안녕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실습이나 경험하는 것에 더 흥미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은 환

자와의 접촉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한다.

오류에서 학습하는 방법

사건 보고  16  17  18

사건 보고와 모니터링은 임상 환경이나 보건의료기관에서 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위해를 끼

친 사건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포함한다. 사건 보고 시스템은 오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의 구성요소이다. 이 절차를 통해 학습한 교훈은 그 기관이 ‘오류 함정(error traps)’을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한다(사고 모니터링의 기관 책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주제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를 참

고하라). T6



주제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209

사고는 대체로 충분하지 않게 보고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분석에 관한 개인적 접근이 여전히 보건 의료계

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종 사건을 보고하는 최전선의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는 

그 사건의 발생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상황은 사후 과잉확신 편향 

현상에 의해 종종 악화된다. 개인적 접근은 여러 단계에서 역효과를 낸다([주제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를 참고하라). T3

보고 주기와 사건 분석 방식은 시스템적 접근이든 개인적 접근이든 간에 조직의 리더십과 문화에 많이 의

존한다. 최근 보건의료에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으며(10), 시스템 안전에 관련하여 다른 

산업에서 학습한 교훈을 반영한다. 보건의료시설의 조직 문화와 그 시설에서 치료받는 환자안전 간에 상관 관

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조직의 문화는 조직의 구조 및 행동 규범을 만들기 위한 통제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공유된 가치와 믿

음을 반영한다(11). 강력한 보고 문화를 가진 조직은 직원이 조롱이나 질책의 두려움 없이 실제 혹은 잠재적 문

제를 보고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므로, 오류에서 학습하는 것이 잘 자리 잡혀 있다. 학생과 신규 보건의료인은 

그 업무 문화의 일부이다. 그들은 자신이 업무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치료에 관한 논의에서 환자를 

포함하여 그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 혹은 학생이 자신을 위해 커피를 만들 때 다

른 팀 구성원에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다. 위해사건에 관련된 개인에게 손

가락질을 삼가는 것은 학생이 그 문화를 바꾸도록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만약 학생이 어떤 직원이 

실수를 한 특정한 직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학생들은 개인이 아닌, 관련 있을 수 있는 근본

적인 요인에 관한 논의로 초점을 돌릴 수 있다. 19  20  

사건 보고와 모니터링의 면에서 또 다른 성공적인 전략은 익명 보고, 시기적절한 피드백, 사고 보고로 인한 

성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근접오류 보고를 포함한다(7). 근접오류 보고는 학습할 수 있는 ‘무료’ 교훈이

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환자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고, 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시스템을 향상할 수 

있다. 21  

근본원인분석  22

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을 참고하라. T7   

다수의 모델이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원칙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런던 프로토콜(London 

protocol)이라 불리는 한 모델은 Charles Vincent와 동료에 의해 개발되었다. 런던 프로토콜은 팀이 임상 조사의 각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하나의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다. 상자 B.5.1에서 관련된 단계의 개요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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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B.5.1.    런던 프로토콜(London protocol)

조사 프로세스의 세부 사항

어떤 사고를 조사해야 하는가?

사례 기록 검토하기

문제 뼈대 구성하기

직원 인터뷰하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 케어 관리 문제 확인하기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 원인이 되는 요인 확인하기

사례 분석

시스템적으로 프로토콜을 진행하고 인터뷰와 분석을 철저히 수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분

석하여 사건의 보고서와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작성을 완료할 때, 문제를 분명하게 요약하고 문제를 

야기한 상황과 치료 프로세스 내의 결함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건이 그 

부서나 기관에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고려하고, 교정하는 행위를 권장할 것이다.

출처: Vincent C et al. How to investigate and analyse clinical incidents: clinical risk unit and association of litigation 

and risk management protocol. British Medical Journal, 2000, 320: 777-781.

미국 국가보훈처(Veterans Affairs, VA)의 국가 환자안전센터(National Center for Patient Safety, 

NCPS)는 또 다른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도 구조화된 근본원인분석(RCA) 방식을 사용하며, 심각한 위

해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향상을 개발한다(12). 모든 모델은 다음의 질문들에 따라 질문하

면서 과거 사건을 검토한다(1).  23  24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누가 관련되었는가?

• 언제 일어났는가?

•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 실제 혹은 잠재적 위해는 얼마나 심각했는가?

• 재발의 가능성은 얼마인가?

•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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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원인분석은 개별 종사자가 아니라 시스템에 주목하고, 환자에게 해를 가한 위해사건은 시스템 실패로 

가정한다. VA 시스템 및 호주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보고된 사건을 분류하기 위해 심각성 평가코드

를 사용하여, 가장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보장한다.

근본원인분석 모델은 비난이나 처벌이 아닌 예방에 주목한다(다른 프로세스는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게 관심이 집중될 때 사용된다). 이 분석 유형의 초점은 개인 수행이 아니라 시스템 수준에서의 취약성에 있

다. 이 모델은 의사소통, 훈련, 피로, 업무/활동과 직원의 스케줄링, 환경, 장비, 규칙, 정책, 장애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조사한다.

근본원인분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3). 

• 그 사건에 포함된 과정을 잘 아는 직종 간 팀에 의한 고찰

• 개인의 수행보다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관한 분석

•   프로세스의 모든 면을 검토하고, 원인이 되는 요인이 고려될 때까지 ‘무엇’과 ‘왜’에 관해 조사하는 심층 분석

•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비슷한 위해사건이나 근접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

세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를 확인함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략 25  26

학생은 자신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오류 감소 행동의 실습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 학생은 다음을 해야 한다.

• 자신이 피곤할 때를 인식하기

• 자신이 일하는 환경에 익숙해지기

• 일상적인 일에 준비되어 있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우리는 누군가가 전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환자와 관련된 중요한 무언가를 

모를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학생을 위한 몇 가지 개인적인 오류 감소 

전략이 있다.

• 자신을 돌보기(잘 먹고, 잘 자고, 자신을 돌보라)

• 자신의 환경을 알기

• 자신의 업무를 알기

• 준비하고 계획하기(~라면 어떻게 할까?) 

• 일상적으로 점검하기

• 모른다면 질문하기

학생은 오류가 일어날 것을 가정해야 한다. 이것이 다수에게는 어떤 변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

에서는 나쁘거나 무능한 보건의료인만이 실수를 한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오류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야 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

다(예, 고위험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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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약물을 투여할 때, 오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고위험 상황을 확인하였

다(14). 고위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표준에 맞지 않는 투여량, 처방된 투여 횟수 

• 표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기록

• 약물 투여 기록의 이용 불가

• 처방된 약물의 부분 투여

• 약물 중단이나 중지

• 모니터링 문제 – 예를 들어, 학생은 약물 투여 전에 활력 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경구 투여해야 하는 용액을 비경구 경로로 주입함

문제, 중단, 주의산만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은 복잡한 절차나 자신이 처음

으로 환자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

요약  27

의료오류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오류 자체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잠재적인 오류를 제한하기 위한 다음의 팁이 알려져 있다(15).

•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라

•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라

• 공통 프로세스와 절차를 표준화하라

• 체크리스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라

• 경계에 대한 의존을 줄여라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의 논의를 참고하라. T2  

오류에서 학습하는 것은 사건 보고와 분석을 통해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오류에

서 학습하기를 막는 장애물은 조사에 개인 접근을 적용하는 비난 문화뿐 아니라, 사후 과잉확신 편향 현상을 포함

한다. 조직적인 학습과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 널리 기반이 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

근본원인분석(RCA)은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자 위해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매우 구조화된 시스템적 접

근 방식이다. 학생은 근본원인분석 프로세스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찰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일

단 새롭게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 병원이나 보건의료서비스에 고용이 되면 근본원인분석 프로세스에 참

여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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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략 및 방법

시뮬레이션 활동  

위해사건과 오류를 보고하고 분석할 필요성에 관한 다른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연습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에게 오류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예행 연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상호적인/전달 중심의 강의 

전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WHO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라. 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

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 은행(case study bank)의 한 사례 연구로 수업을 시작하거나, 

학생이 최근에 저지른 몇 가지 오류를 확인하게 하라.

소그룹 토의 

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장의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영역에 관한 토론을 이끌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들은 아래의 제시된 개요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내용

을 잘 알고 있어서, 현지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 환경에 관해 정보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교육 활동

다음은 이 장에 관한 토의를 구성하는 다른 방법들이다.

-   학생에게 관찰된 오류나 근접오류에 관해 일지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기(무엇이 일어났는지, 오류 유형을 

범주화하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권고방안을 마련하기)

-   보건의료에서 가장 흔한 오류를 논의하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하나의 사례 연구 선택하

기

- 미디어에 공개되거나 방송된 예시 활용하기

- 자신의 클리닉이나 실습지로부터 신상 정보를 제거한 사례 활용하기

- 가능한 오류와 관련된 요인에 관해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활용하기

- 다른 산업에서의 오류와 시스템 실패에 관한 교훈의 예를 고려하기

-   오류 인과관계 이론, 안전 문화, 안전에서 오류 보고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

른 학문에서 전문가를 초대하기

- 오류 경험을 듣기 위해 존경받는 선임 보건의료인을 초대하기

-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뿐 아니라, 질 향상 프로세스에서 서로 다른 직원들의 역할에 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병원에서 질 향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기

-   품질과 안전 담당자를 초대하여 특정한 시설/시스템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위해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된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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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실패, 위반, 오류의 차이 논의하기([주제 4]를 참고하라).

- 위해사건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연구 사용하기

- 근본원인분석(RCA)에 참여하거나 관찰하기 

근무 환경이나 임상 실습에서의 학생 활동

학생에게 다음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근본원인분석(RCA) 조사에 참석하기

-    보건의료시설이 사망률 및 질병 이환율 회의나 위해사건을 검토하는 동료 간 리뷰 포럼을 여는지 확인하기

-    비난하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 근무 환경에서 관찰한 오류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학생에게 오

류뿐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전략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라.

-    실습하는 클리닉 또는 치료 환경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주요 유형과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질문하고, 이 과정으로부터 학습하기

사례 연구

Vincristine 투여 경고

다음의 사례 연구는 Vincristine 약물 투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사건과 관련 있다.

2007년 7월 7일, 홍콩

Vincristine이 실수로 척수강을 통해 투여된 후, 21세 여성이 사망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Vincristine(그 

밖의 Vinca alkaloids)는 미니백을 통해 반드시 정맥 투여되어야만 한다. 널리 사용되는 항암치료 약물인 

Vincristine은 반드시 정맥을 통해 투여되어야 하고, 절대로 다른 경로로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정맥으로 

Vincristine을 투여받는 많은 환자들은 치료 프로토콜의 일부로 다른 약물을 척수강을 통해 투여받는다. 이것

이 Vincristine이 척수강을 통해 투여되는 오류를 초래한다. 1968년 이래로 이 오류는 다양한 국가의 환경에

서 55차례 보고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반복적인 경고가 있었고, 범용적인 라벨 요건과 기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실수로 척수강에 Vincristine을 투여하는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밖의 최근 사망 및 근접오류:

2005년 11월, 미국

21세 남성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른 환자에게 투여할 Vincristine이 담긴 주사기 

하나가 실수로 이 환자의 병상으로 전달되었다. 의사는 그것이 다른 약물이라고 믿었으므로 Vincristine을 척

수강으로 투여하였다. 이 오류는 발각되지 않았고, 그 환자는 3일 후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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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스페인

58세 여성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Vincristine이 20ml 주사기에 준비되었고, 

Methotrexate를 포함한 다른 두 가지의 약물이 담긴 패키지 안에 넣어져 전달되었다. 이 용액들의 투여 경로

는 명시되지 않았다. 정오에는 척수강 내 투여 약물이 주입되었다. 그 혈액종양 전문의는 너무 바빠서, 최근 

척수강 내 약물 투여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환자의 방으로 약물이 전달

되었다. 치료를 보조한 간호사는 척수강 내 시술에 익숙하지 않았다. Vincristine이 담긴 20ml 주사기가 그 

의사에게 건네졌고, Vincristine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약 2ml를 투여한 후에 그는 주사기의 크기를 알아

차리고, 오류를 인식해 투여를 중단하였다. 이 환자는 약 100일 후에 사망하였다.

2004년, 호주

28세 남성이 버킷 림프종 치료를 위해 척수강으로 Methotrexate를 투여받고 있었다. 의사는 ‘Vincristine

과 Methorexate는 요청대로 척수강 내 투여됨’이라고 기록하였다. Vincristine의 경고 라벨은 불완전하였고 

작은 글씨였으며, 어두운 방에서 읽혀졌다. 환자에게 하지 마비가 발생하고,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환자는 28일 후에 사망하였다.

질문 

- 위의 예시에서 어떤 요인이 오류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 조직은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만약 당신이 병원 관리자라면, 각각의 사례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SM/MC/IEA.115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drugalerts/

Alert_115_vincristine.pdf; accessed 1 July 2016).

간호사는 추가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위해 결과로부터 환자를 보

호함

이 사례는 환자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수술 전 팀 브리핑(수술 전 팀 논의)이 끝나갈 즈음에 한 간호사가 “이 환자는 왼쪽 눈에 콘택트 렌즈를 착

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어 보고하였다.

마취 전문의가 렌즈가 영구적인 것이냐고 물었고, 그 간호사는 일회용 렌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취 전

문의가 환자에게 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였는지 물었지만, 환자는 진정 상태였기에 전혀 조리 있게 말하지

는 못하였다. 간호사는 이 환자가 콘택트 렌즈 없이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마취 전문의는 수술 팀에게 

이 환자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마취할 수 없으며, 마취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수술 

팀원 중 하나가 그 마취 전문의에게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길 원하는지 물었고, 그는 “네, 환자가 콘택트 렌즈

를 착용한 상태로 마취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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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가 그 환자의 눈에서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도록 도왔다. 환자가 렌즈를 담아둘 만한 것을 요청

하여 콘택트 렌즈는 생리식염수가 담긴 작은 용기에 넣어졌다.

질문

-   무엇이 이 사례에서 수술 전 간호를 수행한 결과로 나타났는가?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출처: The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working group. Case supplied by Lorelei 

Lingar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분만 병동에서의 잘못된 약물

다음의 사례 연구는 어떻게 여러 요인이 환자 위해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임신 32주인 25세 초산부가 심한 등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위급한 정도에 따른 환

자 분류를 통해, 모두들 바쁘고, 직원이 부족한 분만 병동으로 보내졌다. 태아 모니터링 장치에 매 8~10분마

다 자궁 수축이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사는 이 환자를 검진한 후 자궁 활동을 감소시키고, 조산아 출산을 피하

기 위해 자궁수축 억제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도록 하였다.

모든 조산사들이 다른 환자로 인해 바빠서 조산사 과정의 한 학생이 약물 주입을 준비하게 되었다. 학생은 

이 환자의 병력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조산사 멘토에게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환자가 임신 32주인 것

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자궁 기저부 높이를 사정하지 않았다. 학생은 자궁수축 억제제 대신 

Oxytocin(진통 촉진제)을 준비해 주입하였다. 수 시간 동안 이 오류는 발견되지 못했다. 이 환자는 다음 날 

조산아를 출산하였고, 아기는 심한 호흡 문제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야 했다.

토의

- 학생 요인, 환자 요인, 멘토 요인, 조직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을 조사하여 이 사례에 관해 논의하라. 

- 이 위해사건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출처: Case supplied by Andrea Stiefel, MSc,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interthur, Switzerland.

한 아이의 죽음

이 장의 서론 부분에 소개된 사례를 읽고, 학생들이 다음의 질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라.

-   시스템적 접근을 이용해 이 이야기의 각기 다른 지점(치과, 소아과 외래, 병원)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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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자가 좀 더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 진료소와 병원 간의 인계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   임상 환경에서 어린이의 독극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

출처: Case suppli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도구 및 관련 자료

의료오류 및 관련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는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웹 사이트, 

New York Medical College(New York, USA)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http://www.ahrq.gov/qual/errorsix.

htm; accessed 21 February 2011).

지식 사정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

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장에 적합하다. 한 학생이나 여러 학생이 위해사건 조사나 모의 근본원인분석(RCA)

을 이끌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좋은 방법이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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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강의 슬라이드: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주제 5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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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고정테이프를 붙인 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함

금요일 저녁, 한 남자가 두 살짜리 딸 Hao를 지역병원 응급실에 데려왔다. Hao는 최근에 ‘기침 감기

(chesty cold)’로 인해 외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Hao를 입원

하도록 하였다. Hao의 왼쪽 발등에 정맥 캐뉼라(IV cannula)를 삽입하고 고정테이프를 붙였다. Hao는 

주말 동안 간호사 팀과 방문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으로 옮겨졌다. 유아의 피부손상이 8시간에

서 12시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8시간이 지난 일요

일 저녁까지 Hao의 발에 붙인 고정테이프가 제거되지 않았다. 왼쪽 발꿈치 쪽에 피부 괴사가 생겼고, 이

후 왼쪽 발등에는 궤양이 생겼다. Hao는 퇴원 후에 의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속적인 치료

를 받기 위해 어린이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Hao는 힘든 경험으로 인해 행동문제까지 생겼다. 

출처:   Case studies – investigation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9-2000:59,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서론 – 임상 위험이 환자안전과 왜 관련 있는가? 1  2

위험관리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일상적이며, 전통적으로 소송 비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대개 

보건의료 분야에서 위험관리는 케어와 치료의 결과로 인해 환자가 보건의료인이나 병원에 혐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 손실을 막고 생산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한다. 위의 사례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보건의료조직은 위험관리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의 성공 여부는 위해사건을 감소시키고, 인적 수행을 개선시

키기 위해 설계된 안전 시스템의 생성과 유지에 달려 있다(1). 이미 많은 병원과 클리닉, 의료서비스는 낙상, 

투약오류, 면봉 잔존과 환자확인 실패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서

비스는 환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상 케어의 모든 측면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보건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았을 때 올바른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다. 물이 묻거나 미끄러운 바닥이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환자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낙상하거나 잘

못된 약을 받는 경우, 학생들이 미래에 비슷한 사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특정 형태의 사건들을 보고해 왔으나, 오늘날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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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고하고, 사건에서 배우도록 기대받고 있다. 비록 경력 있는 일부 직원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학생들은 보고 문화가 있는 의료서비스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 상급자의 리더십은 학생들에게 보고 문화의 가치를 알려줄 것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의료서비스의 모든 수준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위험관리를 이

해하고, 위험관리 전략의 목표와 그들의 작업장에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리닉이나 병원

들이 투약오류나 낙상과 같은 사건 보고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실제적인 보고는 간헐적으로만 있

다. 일부 간호사들은 보고를 잘 할 수도 있으나, 같은 부서에 있는 의사들은 사건 보고의 장점에 회의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개선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보건의료팀과 함께 의료 위험과 오류, 근

무하는 동안의 전략에 관한 대화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방지하도록 사건 보고를 연습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서 내부고발자(조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혐의에 우려를 제기한 사람)의 역할은 좋은 역사

를 이루어오지 못했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조직의 거부나 무능력은 당사자가 상위기

관에 문제를 알리도록 만든다. 모든 국가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보건의료인

들이 영웅적인 내부고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인들은 그들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

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인들보다 사건을 보고하는 것에 더 익

숙하다. 보건의료에서 비난 문화는 보고에 강력한 방해요인이므로 부적절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

분의 위험관리는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고, 소송 위험 및 기타 손실(직원의 사기 문제, 인력 손실, 명성의 감

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여러 요인들에 달려 있다.

임상 위험관리는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규명하고, 위험을 예방하거나 통

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의 간소한 4

가지 단계가 보통 임상 위험관리에 사용된다. 3  

1. 위험을 확인하기

2. 위험의 빈도와 심각도 평가

3.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4. 위험을 감소시켜 얻는 비용이나 관리하지 않아서 잃게 되는 비용 평가

학생은 여러 보건의료인과 함께 환자의 위험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1’

은 보건의료로 인한 위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조직의 임상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우려는 이

러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임상 위험관리는 잠재적인 오류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건의료 자체가 본질

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며, 모든 위험을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오류에 대한 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

입할 수 있는 많은 활동과 조치가 있다. 임상 위험관리는 임상 케어와 치료가 위험하고, 부정적인 사건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 다른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예

상되는 위험과 각각의 임상 상황의 이익을 신중히 고려한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는 자신의 한계와 경험 

부족을 인식하고, 감독자 없이 행하는 케어와 치료를 자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과거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아야 하며, 위험의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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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위생 프로토콜 준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은 나타나는 문제에 일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키워드

임상 위험, 근접오류 보고, 오류 보고, 위험 사정, 사건, 사건 모니터링

학습목표 4

실습지에서 실제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 사정하고 보고함으로써 위험관리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안다.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5

학생들은

• 위험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을 안다

• 임상 위험관리에 관한 개인적 책임과 직종에서 요구하는 직무적합성(fitness-to-practise)을 이해한다 

• 실습지에서 위험과 위해를 보고하는 방법을 안다

• 지도자, 감독자, 상급자,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안다

수행 요구사항 6  

학생들은

• 명료하고 완전한 보건의료 기록을 작성한다

• 위험관리와 환자안전을 토의하는 회의에 참여한다 

• 위해사건 발생 후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하게 반응한다

• 불평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한다

위험에 관한 정보수집 7

병원, 클리닉, 근무지에서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의 의료시설은 알려진 문제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직원에게 일어난 해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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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잘 개발된 상태이며, 국가 수준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

다. 호주의 첨단 사건관리시스템(Advanced Incident Management System, AIMS)은 의료사건을 보고하고 

분석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다. 미국은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근본원인분석

(Root Cause Analysis, RCA)의 구조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평가하고, 분석하며, 처

리하는 국가 환자안전센터(National Center for Patient Safety, NCPS)를 설립하였다(근본원인분석에 관한 

정보는 [주제 5 & 7]을 참고하라). T5  T7  

근본원인분석을 뒷받침하는 원리는 특정 문제의 실제 (근간이 되는) 원인은 실수나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에 관해 피상적이고 파편적으로 사정하면 문제를 시정할 수 없고, 

추가적인 사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근본원인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은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클리닉, 병원, 조직이 이러한 적용 과

정에 실패하는 이유는 권장사항이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을 포함하거나 권장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병원의 상

급관리자의 헌신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적 사건보고를 하는 병원들은 불충분한 자원으로 인해 보고된 사건을 분석하는 업무량이 과다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많은 사건들이 분석되지 못한 채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조

직은 가장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각도 평가코드(severity assessment 

code)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사건들을 확인하기 위한 선별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임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활동들은 아래와 같다.

사건 모니터링

사건보고는 수십 년 동안 존재했다. 많은 국가가 수술, 마취, 모자보건과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위해사건의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WHO는 사건(incident)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해, 불

평, 손실, 손상을 주었거나 줄 수 있었던 일이나 상황으로 정의한다. 사건보고의 주요 이점은 미래에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건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방법이 필

요하다. 

적극적인 사건 모니터링은 사건의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을 규명하고, 처리하며, 분석하고, 

보고하는 메커니즘이다(2). 효과적인 보고 시스템의 핵심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사건과 근접오류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이러한 정보를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직원들

의 신뢰가 없으면, 사건 보고를 꺼릴 것이다. 신뢰에는 보고한 정보에 조직이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도 포함된

다. 만약 학생들이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지도자, 감독자,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건을 보고했다면, 

학생들은 미래에 사건 보고를 더 이상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수는 학생들이 계속 사건 

보고를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결국 미래에 더 나이가 어린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

을 줄 상급 보건의료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케어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건의 큰 부분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모니

터링은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팀의 지속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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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사례의 사건을 주간 직원회의에서 토론

• 오류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주간 리뷰

•   사건의 사실 정보와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해 팀과 함께 상세히 토의(토의는 비난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며, 교육적이어야 한다)

• 시스템 관련 이슈를 규명해 해결하고, 다른 직원들이 잠재적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기관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 보고와 함께 근접오류도 보고하도록 한다. 근접오류 보고는 새로운 문제

와 기여요인을 식별하고, 심각한 해가 환자에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근접오류

(near miss)란, 해를 일으키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근접오류는 행동이 위해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나, 올

바른 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졌거나 환자가 부작용을 겪지 않았으므로 근접소동(near hits)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강한 비난 문화가 있는 환경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논의하는 것보다 근접오류를 논의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환자에게 해로운 결과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

사는 검사 시스템이 곧 분배할 예정이었던 약물의 오류를 발견한 상황에서 잘못된 약물을 분배하는 오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경우에 분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약물을 확인하고 오류를 방

지하기 위한 검사 시스템이 없었다면, 오류는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모니터링을 더 분석하기 위해 

표 B.6.1을 보라.

표 B.6.1.    사건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문제 유형

사건 유형 보고되는 비율(%)a

낙상 29

낙상 이외의 다른 손상(예, 화상, 욕창, 신체적 폭행, 자해) 13

투약오류(예, 부작위(omission), 과다용량, 과소용량, 잘못된 경로, 잘못된 약물) 12

임상과정 문제(예, 잘못된 진단, 부적절한 치료, 열악한 관리) 10

장비 문제(예,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불량 디자인, 오용, 고장, 오작동) 8

기록 문제(예, 부적절한, 사실이 아닌, 미완성의, 뒤떨어진, 불확실한) 8

위험한 환경(예, 오염, 불충분한 세척이나 살균) 7

불충분한 자원(예, 직원 부재, 사용할 수 없는, 경험이 부족한, 열악한 예비교육) 5

물류 문제(예, 입하, 처리, 운송의 문제, 응급상황 대응) 4

관리 문제(예, 부적절한 감독, 자원 부족, 열악한 관리 의사결정) 2

자동주입 펌프 문제(예, 누락, 잘못된 속도) 1

인프라 문제(예, 전원 장애, 병상 부족) 1

식이 문제(예, 금식 중 식사, 잘못된 식이, 오염된 음식, 주문 시 문제) 1

콜로이드 제제 또는 혈액제제 문제(예, 누락, 과소용량, 과대용량, 저장 문제) 1

산소장치 문제(예, 부작위(omission), 과대용량, 과소용량, 조기 중단, 공급 실패) 1

a 한 사건이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다.
출처: Runciman B, Merry A, Walton M. Safety and ethics in health care: a guide to getting it right,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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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사건 8

적신호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위해사건’으로(3), 보통 예상하기 어렵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

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다. 많은 국가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추세는 사건의 심각성에 순위를 매기는 것

이다. 적신호 사건은 가장 심각한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많은 보건의료기관은 적신호 사건의 반복은 중대한 위험을 가지므로 강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적

신호 사건은 흔히 카테고리로 분류된다(예, 잘못된 환자나 잘못된 신체 부위 수술, 배합 금기 수혈사고, 사망

에 이르는 투약사건, 잘못 제거된 치아, 잘못 조제된 약, 신생아가 다른 산모에게 보내지는 일 등). 이러한 기

존의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는 적신호 사건은 ‘기타 치명적 사건’으로 분류된다. 기타 치명적 사건은 미국에

서 보고된 적신호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며, 호주에서 보고된 사건의 2/3를 차지한다(3). 적신호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며,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면 환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다. 

케어 개선에서 환자 불평의 역할 9  

불평(complaint)은 환자, 가족, 보호자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학생들은 

지도나 감독 하에 환자를 다룰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케어나 치료에 관한 불평에 호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학생은 상처받을 수 있으며, 비난을 받거나 경력에 누가 될까 봐 염려할 수도 있다.

학생도 보건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평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당황스러움과 후회, 분노 혹은 방어적

으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불평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하는 불평을 

다루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이는 환자와 가족 및 보건의료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적인 실무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4). 불평은 종종 평가가 필요한 열악한 의사소통이나 차선의 의사결정과 

같은 문제점을 부각시켜 준다. 의사소통 문제는 치료와 진단과 관련된 문제로 불평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학

생이나 보건의료인이 어떤 식으로든 환자를 무시하고 묵살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면 불평을 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경력의 시작점에 서 있는 학생들은 임상 의사결정과 환자 관리에 관해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차선의 케어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그

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환자의 불평은 케어의 과정 중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불

평은 특정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와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 불평에서 얻는 정보는 교육에 사용

되고, 보건의료인에게 문제 영역을 알려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에 이점을 더하자면, 불평은(4)

• 높은 표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법적 소송의 빈도를 낮춘다

• 전문직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 자가 평가를 격려한다

• 공공을 보호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이 그들의 경력 가운데 불평을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226          파트 B  WHO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것은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양심적이고 숙련된 보건

의료인도 실수할 수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 때때로 환자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보건의료 오류는 인적오류의 하위집합이며,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만일 학생들이 보건의료인으로서 일하는 동안 불평에 연루되거나 불평을 들으면, 불평한 사람과 함께 그 불

평에 관해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보다 상급자가 참석하는 것이 좋다. 보건의료조직이 학생의 

행위에 관한 서면 진술을 요구한다면, 그 진술문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학생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지도자나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불평이 접수되는지, 서면 진술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시설은 불평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책임에 관한 불평과 우려사항

환자 관점에서 환자 개개인은 그들의 걱정이 전문직 표준에 관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한다. 검사나 

조사 후에 시스템 관련 이슈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이나 보건의료

팀이 프로토콜의 세세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정해진 프로토콜을 위반하여 나쁜 결과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케

어의 표준이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차선의 케어를 받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설 규정을 위반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한 직원이 적합한 손위생을 실시하지 않아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감염을 전파하는 결과가 나

타났다. 이 사건의 초기 접근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직원 개개인 역시 전문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직원이 정해진 케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검시관 조사

대부분의 국가에는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다. 국가에서 특별히 임명한 검시관은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사망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검

시관은 종종 법정보다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며, 사실관계를 보고한 후에는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할 것이다.

직무적합성(fitness to practice)의 요구사항 10

학생들과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자신의 행위와 실행에 책임이 있다. 그들은 발견한 상황에 

따른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책무(accountability)와 직무적합성(fitness to practice)의 개념은 관련이 

있다. 직무적합성이 환자안전에서 왜 중요한 구성요소인가?

위해사건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 중 한 가지는 보건의료인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 위해사건을 일으키는 많

은 실수들은 종사자의 직무적합성과 연관이 있다. 그들은 유능한가? 그들의 경험과 기술 수준 이상으로 실무

를 하고 있는가? 그들은 스트레스와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가에 여러 종류의 보건의

료인을 등록하고, 그들의 불평과 직무역량의 표준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학생은 보건의료인이 자

신과 동료의 직무적합성에 관해 방심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보건의료직은 환자안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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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실무를 하는 임무와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직 훈련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일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윤리

적인 실무를 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현재 많은 훈련

에서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과정을 사용해 이러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기에 가장 적

합한 태도와 행위를 가진 학생들을 선별한다. 필요한 자질은 열정, 공감, 사회로 이익을 환원하고자 하는 직

업적 열망과 같은 특성들이다. 

보건의료인이 경력과정 내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유지하고, 전문 분야가 발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직에 남기 위해 중요하다.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 지침이 설명하는 개념과 원리에 익

숙해지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능숙하고 숙련되게 안전한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인과 학생의 임무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비전문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동료를 보

고하는 것도 포함한다. 어떤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부적당하다면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반면, 다

른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보건의료조직은 환자에게 케어와 치료를 할 예정인 보건의료인들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확실히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인이 의도하는 영역에서 실무 경험과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에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자격 심사(Credentialing)

호주의 보건의료표준의회(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는 자격 심사(credentialing)를 개

인의 면허, 교육, 훈련, 경험, 역량에 따라 정의된 범위 내에서 특정 소비자/환자 케어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의 적합성에 관한 승인을 평가하고,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많은 병원, 클리닉, 의료서비스에 

보건의료인이 특정 시술이나 치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술기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격

심사 과정이 있다. 클리닉과 병원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시술의 종류를 제한할 것이

며, 특정 상황이나 치료에 자원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할 것이다.

인증(Accreditation)

인증(accreditation)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의료인이 개발하고 고안한 표준과 과정을 기반으로 안전

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조직이 국가 보건의료 표준에 부

합하는 요구사항을 달성한 것에 대해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등록(면허)

많은 국가는 정부기관이나 정부 감독 하의 산하기구에 의해 보건의료인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호주 보건의료실무자 등록기구(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s Registration Agency)는 대부분의 보건의

료 전문직 면허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면허기관의 주요 목적은 실무에 적합한 보건의료인을 보장하는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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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통해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훈련된 전문가들만 면허를 취득하며, 면허 

취득자가 적절한 수준의 실무와 역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달성한다. 적절한 등록과 면허는 위에서 언급한 자

격 심사와 인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관리의 개인적 책무

대부분의 고학년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환자와 함께 근무환경에서 보내면서 보건의료팀의 구성원으로서 명

확한 역할과 책임을 확립하기 시작할 것이다. 훈련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면, 학생들은 여러 기본 술기에 관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의 활동은 철저하거나 실제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활동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위를 마칠 즈음에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때 가져야 하는 역량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학생은

•   다른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의뢰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기술은 정확한 확인 절

차를 사용하는 것과 환자의 배경, 현재 건강 및 복지 상태, 검사결과의 정확한 요약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 자문 의뢰와 요청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보만 포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차케어 의사나 보건의료팀의 구성원에게 전화로 요청하는 법을 배운다. 학생들이 처음 활동할 때는 경

험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거나 감독해야 한다. 학생들은 환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습을 해

야 한다. 관련 용어를 제대로 발음하여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하

며, 관련 문제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전화상의 대화를 요약하여 환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

러한 기술의 일부를 주제4 ‘효과적인 팀원 되기’에서 설명한다. T4  

•   다른 보건의료인이나 팀에 환자 케어가 이관될 때 의뢰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의뢰서에 관련된 환

자개인정보, 입/퇴원 날짜, 치료일시와 담당 의료인의 이름, 실시한 치료의 정확한 요약, 최종 진단, 중

요 검사결과, 치료의 이유, 환자의 임상문제의 상태를 포함해야만 한다. 시행된 치료와 중재, 결과, 추후 

관리일정, 미해결된 중요 검사결과를 기록하라. 의뢰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치료내역과 투약기록(약의 

용량, 경로, 계획한 투약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의뢰서는 읽기 쉬워야 하며,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특정 상황에서의 주요 담당 전문가를 알게 된다.

실무에서 피로와 직무적합성의 역할 11  

피로와 수행의 관련성에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학생들은 피로할 때 집중하기 어렵고, 다양한 정신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피로

가 전공의들의 정신건강(우울, 분노, 혼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5). 최근의 연구들은 수면 박탈이 

임상 실무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6). 또한, 피로는 오류 발생률을 높이며(7-8), 자동차 

사고율을 높였다. Landrigan 등(8) 의 2004년 연구는 수면 부족이 의료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밝힌 

연구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브리검 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내과 중환자실과 관상동맥질환 케어병동에서 근무하는 인턴들은 짧은 교대근무보다 24시간 이상 교대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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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상당히 심각한 실수를 더 많이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박탈로 인해 알코올중독 증상과 비슷

한 증상이 나타났다(9).

근무시간과 간호사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간호사가 오류를 낼 위험은 12시간 이상 근무할 때, 초과근무를 할 

때,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상당히 높아졌다(10).

이와 비슷하게, 약사에게는 많은 처방전, 피로, 과로, 조제 시스템의 중단, 비슷하거나 혼동을 주는 약물 이

름이 조제 오류의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11).

학생들은 근무와 휴무 일정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일하는 조직은 타당한 사유

나 조직의 허가가 없는 한, 허락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 문제

학생들은 시험, 파트타임 근무, 가족과 실습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연구 결과, 

의사들은 대학원 과정 첫 해뿐만 아니라 마지막 해까지 정신적 건강문제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12), 특히 우

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실습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의료서비스 영역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과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왜

냐하면, 아프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로하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시간단위로 완료해야 하는 여러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 집단에서 우울과 정신적 건강문제를 겪는 비율이 일반인 집단보다 높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턴과 

전공의가 동료와 고년차 의사의 지지를 받으며 잘 기능하는 팀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경우, 고립감과 스트

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적었다.

수행 능력 역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 근무시간의 양보다 부적절한 수면이 스트레스와 우울에 더 영

향을 준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문헌에서 확인된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정상태, 교육비 부채와 할부금, 

환자 요구에 의한 정서적 압박, 시간 압박, 사회생활 간섭이 있었다.

근무환경과 조직

보건의료시설은 신입직원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환경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는 새 근무지에서 

초기에 큰 어려움일 수 있다. 게다가 긴 근무시간은 피로를 야기한다.

특정 요인과 근무시간(교대근무, 초과근무, 근무변화, 야간이나 주말 근무)은 오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이

러한 오류의 기저요인에는 지도와 관리감독의 부족에서 피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근무 시간대에는 세심하게 경계하여야 한다.

지시와 관리감독

좋은 지도와 감독은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지도와 감독의 질이 얼마나 학생이 성공적으로 병원

과 보건의료 환경에 통합되고 적응하는지를 많은 부분에서 결정한다.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실패하면 학생

은 해야 하는 행위를 빠뜨리는 부작위(omission)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작위(commission)의 실수에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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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학생들은 환자에게 처음 시술하거나 술기를 적용할 때에는 항상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학생임을 밝히고,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과 다른 보건의료인, 하급자, 지도자나 감독자 간의 열악한 관계는 오류의 기여요인이 된다. 만약 학생

이 지도자나 감독자와 문제가 있다면, 문제 상황을 조정해 줄 수 있거나 관계 개선 기술로 학생을 도와줄 만

한 다른 감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족한 술기 습득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

우, 이들에 대한 감독도 열악하였다. 감독자가 없는 동안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불량한 기술과 부적절한 숙련도를 가진 것으로 나중에 감독자에게 판정받았다. 학생들은 절대로 충분한 준비

와 지도 없이 환자에게 시술을 하거나 조정하거나 검진해서는 안 된다.

의사소통 문제 T4  T8  

간호사,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방사선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검사실 직원과의 연락을 포함한 

자신의 의사소통을 보건의료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구두 및 서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쉽지 않다.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있는 보건의료시설은 거의 없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좋은 의사소통의 역할과 표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악한 의사소통에 관해 잘 설명되어 있

다. 직원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그들이 근무지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얼마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

료하느냐가 결정된다(13). 오해나 누락 또는 부적절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치료 오류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

상적으로 발생한다. 환자 케어의 순서를 의사소통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프로토콜, 특정 범주의 환자를 위한 

치료 계획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환자와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질은 치료 결과와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임상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 12

근무지에서 알려진 위험, 위해를 보고하는 방법 알기

학생들을 훈련받는 기관에서 사용 중인 사건보고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전자나 지면 형식의 특

정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하며, 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아

야 한다.

정확하고 완전한 보건의료기록 유지하기

보건의료기록(의무기록, 환자기록, 투약 차트, 약물 차트)이란, 환자에 관한 여러 종류와 형태의 정보를 포

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학생들은 양질의 기록이 환자의 케어와 치료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한다. 보

건의료기록은 여러 정부와 기관/시설의 법에 적용을 받을 것이다(정보 접근 권한, 기록 권한,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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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는 윤리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고, 양질의 환자 케어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관찰하고 발

견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록을 작성할 때 학생들(그리고 보건의료인)은 다음과 같이 해

야 한다.

•   기록과 관련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이는 그 환자를 케어할 다른 보건의료 

팀원들이 계속해서 환자를 케어하기 위함이다.

•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결과에 관련된 어떤 정보이든 기록하라.

• 최근의 기록인지, 치료나 시술한 시점에서 가능한 가깝게 쓰여진 기록인지 확인하라.

• 환자에게 제공된 정보나 조언에 관해 기록하라 

지도자, 감독자 및 상급자에게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알기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모른다고 인정하면, 교수자가 그들을 나쁜 학생으로 여기며 저평가할까 봐 두려워한

다.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한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미숙한 보건의료인에 의해 환자가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도움을 구하고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누구에게 보고해

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학생들이 현재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넘는 상황에 처할 경우 학생들을 도와줄 것이다.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더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학생들이 이제 경력을 시작하

는 단계에 있으며, 제한된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학생들

이나 신입 보건의료인들에게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깊이의 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기대해서

는 안 된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나 감독자를 자주 접할 수 없으므

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적절한 사

람을 찾아야 한다. 이에 관해 감독자가 알고 있도록 감독자에게 상의할 수 있다. 

위험 관리과 환자안전을 토의하는 회의에 참여하기

특정 보건의료시설에 어떤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은 상

급 보건의료인이나 관리자에게 준비된 위험관리 프로그램과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위해사건 후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기

환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한 위해사건에 관해 밝히는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

약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즉시 교수진이나 경력 많은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많은 보

건의료조직이 이제 진실 말하기(open-disclosure) 가이드라인(위해사건 이후 환자와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도

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어떤 진실 말하기 과정이든 서두르지 않고, 투명해야 하며, 이미 발생

한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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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환자 불평에 연관된 모든 학생들은 일어난 일들을 완전한 사실 관계 진술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학생들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진술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역할과 행위에 관해 정직하게 써야 한다.

요약 13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치료와 케어, 임상결과에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단지 가장 상급 보건의료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에게 있다.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슬에 엮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책임감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들이 위해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규명하는 것이다. 오류 발생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사전 중재방식은 위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환자와 동료의 우려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안전한 임상 근무

환경을 유지하도록 일할 수 있다. 

교육 전략 및 방법

상호적인/전달 중심 강의 

전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WHO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라. 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

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사례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

들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라.

패널 토의

환자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요약해 제시할 수 있는 존경받는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패널을 

초대하라. 약대학생인 경우, 경력이 많은 약사를 초대하여 그들의 경험과 실무에 관해 적절히 논의할 수 있

다. 조산사와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 다학제적 패널도 교육적이며, 보건의료직종 전반에 걸쳐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강조할 수 있다. 위험관리 전략이 없는 시설의 경우, 환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환자

들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해에 초점을 두게 하므로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예방과 위해사건 관리에 관

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질문을 위한 시간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전문분야의 위험관리 전문

가를 초대하여 그들의 근무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그룹 토의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3명의 학생에게 표 B.6.1에 설명한 위해사건의 종류 중 하나에 관

한 토론을 이끌도록 요청한다. 일부 학생들은 오류 발생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

법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학생들은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가 하는 역할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본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현지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 환경에 관해 정보를 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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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활동 

브리핑, 디브리핑,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주장을 연습하는 것과 같이 오류 발생의 기회를 최소화시키기 위

한 기법과 위해사건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동료 검토 회의나 사망률과 이

환율 회의에 관한 역할극을 할 수 있으며, 먼저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해본 다음에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역할극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기타 교육 활동

–   학생들은 위험관리 회의를 관찰하거나 부서나 보건의료시설의 불평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이 기관의 불평 관리 규정과 불평 접수 후 처리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이러한 연습의 일부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이 진실 말하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   이러한 활동 후에 학생들은 2명이나 소그룹으로 모여 강사나 지도자와 함께 학생들이 관찰한 것과 배웠

던 특성 및 기법의 존재 여부, 사용하고 있던 기법의 효과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사례 연구

한 정형외과의사의 부적절한 실무-관리 시스템

정확하고 명료한 기록은 케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Brian은 새로운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2년 전 그의 무릎을 수술했던 정형외과의사에게서 의무기

록을 받아야 했다. Brian의 예전 의무기록을 받아 본 새로운 담당 의사는 예전 의무기록이 수준 미달이라고 

하였다.

의무기록은 Brian의 수술 동의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기록도 없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수술

보고서의 기록에 공백이 있었고, 수술 후 합병증과 위험에 대한 정형외과의사의 구두 조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Brian은 예전 정형외과의사가 추후 관리를 놓친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질문

–Brian의 첫 수술이 부실하게 기록된 것은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가?

출처: Case adapted from: Payne S. Case study: managing risk in practice. United Journal, 2003, Spring:19.

보건의료 오류를 인정함

이 사례는 진실 말하기(open disclosure)의 가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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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다. 어느 날 밤, 한 간호사가 실수로 당뇨가 없는 Frank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

았다. 그 간호사는 즉시 실수를 알아챘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주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Frank와 그의 가족

에게 차례로 알렸다. 시설 측에서도 즉시 Frank에게 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도왔으며, 노인요양

시설로 돌아오기 전까지 관찰하였다. 그 간호사는 인슐린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충분하게, 즉각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칭찬받았다. 이 사건 이후, 그 간호사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았다.

질문

오류 발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간호사가 오류를 야기하는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보여준다. 이런 종류의 사례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해 더 학습하도록 시스템적 접근법을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간호사가 투약오류를 편안하게 밝힐 수 있었던 조직문화에 기여한 환경적, 조직적 요인은 무엇일까?

출처: Open disclosure. Case studie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Sydney, New South Wales, 2003, 

1:16-18.

표준에 미치지 못한 일반의원

이 사례는 의료서비스 개선에서 불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Denise가 지역의 의원을 방문했을 때, 예상보다 위생적이지 않은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너무 형편없어

서 그녀는 New South Wales 보건부에 민원을 넣었다. 의료 검시관이 와서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Chloroxylenol(액체 소독제)이 음료 용기에 보관되어 있었고, 약들은 폐기 날짜가 지났으며, 수술 시 심장발

작을 치료하는 Adrenaline도 없었다. 의사의 진료 가방에 있는 주사형 Narcotics과 처방기록지가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었으며, 환자가 바뀔 때마다 검진대 위의 종이 시트를 교환하지 않았다. 의사는 검진 후 손을 씻

지 않았고, 상담실에는 싱크대가 없었다.

보건의료불평위원회(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는 New South Wales 의료위원회와 상담을 권

장했다. 보건부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고하기 위해 직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Denise는 그녀가 민원을 넣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기뻐하였다.

토의

–   학생들의 실습지(병원, 클리닉, 약국)에서 생긴 불평의 유형을 확인해 보고, 불평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

생들과 토의하라. 

출처: Review of investigation outcome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Sydney, New South Wales. 

Annual Report 1998–199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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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불평 관리

이 사례를 불평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lexandra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를 만나고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 

심리학자는 다른 환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논의함으로써 환자 기밀보호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Alexandra는 마음이 불편하였고, 자신의 우려를 병원 측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Alexandra는 그 심리학

자와의 문제를 포함한 많은 우려사항을 다루는 병원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수 개월이 지나도 대표자들이 

약속했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병원으로부터 서면형식으로 받지 못했다. 환자 지원 사무소의 도움으로 

Alexandra는 그 병원의 최고경영자 회의와 차장 최고경영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병원은 Alexandra에게 사

과하였으며, 직원에게 불평 관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그 심리학자의 행동에 대

해서는 Alexandra에게 심리학자 등록위원회(Psychologists Registration Board)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라고 

알려주었다.

활동

–   시스템적 접근을 사용해 이 사례에서 무엇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병원 측이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라.

출처: Patient Support Service,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Sydney, New South Wales. Annual Report 

1999–2000:37-46.

부적합한 간호사

이 사례는 보건의료인이 자신을 직무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lan이 수술받는 동안, 한 간호사가 Alan에게 처방된 진통제 Fentanyl을 고의적으로 대체하였다. 이 간호사

는 마약중독으로 아편 약물을 갖고자 하는 절실한 욕구가 있었고, 이로 인해 Alan을 신체적 위험에 빠트렸다.

이 간호사가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금지약물을 훔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간호사가 다른 병원

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직무에 부적합한 전문직 윤리 위법행위(professional misconduct), 약물중독으로 장애

를 야기했고, 나쁜 성품으로 인해 많은 불평을 일으켰다.

질문

– 보건의료인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간호사를 돕기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   약물중독이나 제 기능을 못하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설이 갖춰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 

출처: Swain D. The difficulties and dangers of drug prescribing by health practitioners. Health Investigator, 

1998, 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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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상태 확인 실패

이 가상의 사례는 모성이나 태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수술을 앞둔 모든 여성환자들에게 임신 가능

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현지의 수술 전 규정에는 해당 수술 전에 임신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수술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임상 상태 확인과 환자 신원을 확인하는 직원은 수술 전 기록지에 임신 검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Hannah는 28세 여성으로 재발성 하복부 통증이 있어서 문제 진단을 위해 복강경 검사를 받으려고 몇 달 

동안 대기자 명단에 있었다. 그녀는 제때에 입원했고, 전신마취 하에 진단적 수술을 받았다. 퇴원 전에 

Hannah는 심한 하복통과 질 출혈을 경험하였다. 간호사는 Hannah가 유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문

– 어떤 요인이 Hannah의 임신을 오진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가?

배경과 출처: 2003년 10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 United Kingdom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는 수술 전에 임신 상태를 확인한 기록 없이, 계획된 수술을 경험한 42건의 환자 보고서를 받았다. 이 수술로 인해 

3건의 사례에서 자연유산이 보고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gateway reference NPSA/2010/RRR011. Issue date, 28 

April 2010 .현재 정보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nrls.npsa.nhs.uk/resources/?entryid45=73838; 

accessed 1 July 2016).

신생아 약물 투여

이 가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생아에게 투여되는 Gentamicin 정맥주사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환자안전

사건은 Gentamicin의 투약오류(잘못된 시간, 처방 오류, 혈중농도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되어 보고되어 왔다.

Edward는 환기(ventilation)가 필요한 호흡 장애가 있는 미숙아로 심각한 감염으로 인해 정맥주사용 

Gentamicin을 처방받았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소아과의사는 조산된 쌍둥이 아기들의 입원으로 인해 너무 바

빴다. 처방된 약은 처방된 시간보다 90분 이상 늦게 투여되었다.

토의

–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나타난 모든 가능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라.

– 이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가?

– 사건을 보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 관해 토의해 보라

배경: 2008년 4월에서 2009년 4월까지, UK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에 보고된 신생아 투약사건을 살펴본 결과, 507

건의 환자안전사건이 정맥주사용 Gentamicin 사용과 관련되었다. 이 사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보고된 전체 신생아 투약오류 사

건의 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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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의사소통

이 사례는 흔한 실수의 한 예시이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항당뇨약으로 잘못 조제된 약을 받아 저혈

당 쇼크를 일으킨 경우이다.

내과의사가 발치한 환자에게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했다. 처방된 항생제는 Amoxicillin이었으나, 처방전

에 약명이 불분명하게 적혀 있어 약사가 잘못 해석하고, 항당뇨약인 Glibenclamide를 조제하여 주었다.

그날 밤, 환자는 저혈당 쇼크로 인해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질문

– 이 환자에게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된 기여요인은 무엇인가?

– 이 오류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 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 보고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출처: Case suppli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도구 및 관련 자료

Being open

•	   An e-learning package from the UK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2009. Being 

open, communicating with patients, their families and carers following a patient safety incident. Issue date, 

19 November 2009 (http://www.nrls.npsa.nhs.uk/alerts/?entryid45=65 077; accessed 1 July 2016).

적신호 사건

적신호 사건에 관한 유용한 용어집을 아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http://en.wikipedia.org/wiki/Sentinel_event; accessed 1 July 2016.

기타 자료

•	   Better practice guidelines on complaints management for health care services. Australian Commission for 

Safety and Quality, 2006 (http://www.safetyandquality.gov.au/wp-content/uploads/2012/01/guidecomplnts.

pdf; accessed 1 July 2016).

•	   Complaint or concern about a clinician: principles for action. Department of Health, New South Wales, 

2006 (http://www0.health.nsw.gov.au/policies/pd/2006/pdf/PD2006_007.pdf;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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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tone M, Kanitsaki O. Clinical risk management and patient safety education for nurses: a critique. 

Nurse Education Today, 2007, 27:185-191.

•	   Safer use of gentamicin for neonates.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Patient safety 

alert no. NPSA/2010/PSA001. Issue date, 30 March 2010 (http://www.nrls.npsa.nhs.uk/alerts/?entryid45= 

66271; accessed 21 February 2011).

지식 사정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

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장에 적합하다. 학생들이 환자안전 학습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격려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의 장점은 훈련 프로그램 말미에 입사지원서나 미래의 경력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안전 활동의 모음집을 각 학생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임상 위험관리의 지식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   사례 기반 토의(CBD), 진실 말하기(open-disclosure) 과정이나 사건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관찰 보고서

•   학생들에게 병원이나 클리닉의 불평 관리방법, 오류 보고 시스템, 보건의료인들이 오류를 학습하는 방법 

등에 관한 반성적 진술문(reflective statement)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모두 가능하며, 만족/불만족의 범위로 순위를 매겨 채점할 수 있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서 환자안전 주제에 적합한 평가 유형에 관한 장을 참고하라. 평가방식의 몇 가지 예제도 파트 B, 부록 

2에 제공하였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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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강의 슬라이드: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6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약물명은 WHO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에 따라 표

기함(http://www.who.int/medicines/services/inn/en/;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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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서론 – 위해를 줄이고, 케어를 개선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왜 알아야 하는가? 1

환자에게 일어난 위해사건 규모를 밝힌 초기의 연구 이후, 환자안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개선과 위해사건 측정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이론적 기초와 안전과학 

방법론이 있는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1). 위해사건의 발생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원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Emmanuel 등은 안전지식을 습

득하고 고도의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안전과학을 설명하였다. 고신뢰조직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HRO)은 실패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fail-safe systems)을 설

계하고 운용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공학, 응용심리학, 인체 생리와 경영학과 같은 보건의료 이

외 분야에서 유래된 다양한 방법론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뿐만 아니라 근거 기반 

실무는 연구자들이 특정 치료가 근거에 의해 입증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의 신념에 의한 것인지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와 같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은 임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임

상연구의 절대적 표준(gold standard)이 된다. 질 향상 연구는 위해사건과 그 사건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상

황적 구성요소나 케어 과정, 적절한 해결책의 개발 및 검증과 관련한 독특한 특징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방법

론을 사용한다. 이는 사건의 빈도를 세는 것 이상의 작업이다. 환자가 케어를 받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분명

해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관리해야 한다. 사람은 실험연구에서 사건을 통제할 수 없

다.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찰과 결론은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연구와 개선 프로세스 

간에 측정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질 향상 기법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보건의료 학생들은 케어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

표에 덜 친숙할 수도 있다. 질 향상 기법은 더 좋은 환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시스템이 기

능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2).

환자안전은 환자 케어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환자 결과에 관한 측정과 문제 해결에 사용

된 중재의 효과성 여부를 검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만약 환자 케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면, 의료기

관 종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한 조치가 실제로 상황을 개선시켰는지 알기 어렵다. 단순히 프로토콜을 적

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 이외에 문제

에 대한 다른 기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위해사건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안전과학은 일어나는 위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과

학적 연구방법에 근거한 개선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합하고, 사회 변화의 맥락과 복잡성을 일반적으로 고려하

는 것일 수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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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질 향상 기법은 특정 문제를 개선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합의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팀으로 함

께 일하는 것을 통해 시행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팀원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개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

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훈련받고 있는 보건의료시설에 질 향상 프로그램이 있는지, 개선 활동을 관찰하거나 

수행하는 팀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질 향상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해 질문하고 배우기

• 모든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 질 개선 프로세스에서 현지 근무환경이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기

•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법이 그곳의 구조와 과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받아들여 혁신적인 실무가 확산된다는 것을 깨닫기

• 환자 결과의 측정이 적절한 전략의 설계와 개선 평가를 위해 필수적임을 이해하기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케어의 질이 마지막 단계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업무 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기초 중 

일부를 설명한다.

프로토콜 순응도를 보장하고 약물상호작용 사후감시(vigilant program)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시도들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분야에서 달성이 어려웠던 반면, 약사 분야에서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환자 케어의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백 가지의 위원회와 동료 그룹에 의한 수

천 가지의 권고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의학저널에 출판된 근거들이 의사들의 임상실무 변화로 이어지

지 않는 것을 보아왔다(3).

일련의 향상 기법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인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1) 문제 규명하기, (2) 문제 측정하기, (3) 문제를 고치기 위해 설계된 중재의 범위 개발하기, (4) 

그 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 테스트하기.

의료서비스 전달의 각 단계를 규명하고 검토하는 것이 향상 방법의 기본이다.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검토

할 때 얼마나 다양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측정하는 방법

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안전 향상에서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

질 향상, PDSA 사이클, 변화 개념, 변이, 질 향상 기법, 개선 도구, 흐름도,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이시

카와/어골도), 파레토 차트, 히스토그램, 런 차트

학습목표 2

향상의 원칙과 기본적인 방법 및 환자안전의 향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설명한다.



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243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학생들이 이 장에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질 향상은 연속적 측정을 통해 달성되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보건의료조직이 의료서비스의 특정부분을 측정하는 자원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장은 가르치기에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일 수 있다. 학생들이 질 향상 기법의 장

점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참관하거나 보건의료시설의 질 향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

은 이 장에서 제시한 원칙과 도구를 운동 방침 세우기,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공부 습관 개

선하기와 같은 그들의 자가 개선 프로젝트에 적용해볼 수 있다.

지식 요구사항 3

학생들을 다음을 설명한다. 

• 향상 과학

• 변화 개념

• 향상의 원칙

• 향상에서 측정의 역할

수행 요구사항 4

• 오류를 분석하는 데 안전과학을 사용하는 기회를 규명한다.

• 환자의 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질 향상 기법의 범위를 안다.

• 적어도 하나의 질 향상 도구를 특정 임상 상황에 적용한다.

• (가능하다면) 질 향상 활동에 참여한다.

질 향상 과학 5

질 향상의 과학은 향상 이론의 아버지, W. Edwards Deming의 업적이 그 기원이다. 그는 개선을 뒷받침

하는 4가지 지식 구성요소로 시스템의 이해, 변이의 이해, 인식론, 심리학을 제시하였다(4). 

Deming은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 구성요소를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5). 질 향상 리

더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비유는 자동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지 않더라도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이다(4, 6). 보건의료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질 향상의 과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만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케어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7).

시스템의 이해  

보건의료 영역에 Deming의 개념을 적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환자 케어의 결과나 서비스가 보건의료인, 

시술과 장비, 조직문화, 환자 간에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구성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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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환자, 치료, 장비, 절차, 수술장 등)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에 어떤 변화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변이 이해하기

변이(variation)는 2가지 이상의 비슷한 것들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두 지역에서 수

행된 충수절제술 성공률의 차이나 두 지역 간의 충치 발생률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에는 광

범위한 변이가 있으며, 환자 결과는 병동 간에, 병원 간에, 지역 간에, 국가 간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는 변이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직원, 장비, 약물, 침상 수의 부족

으로 케어의 변이가 초래될 수 있다. 학생들은 특정 치료나 시술의 예상 결과에 관해 교수나 관리자에게 물어

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지방의 클리닉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3명의 산모들은 출산 과정

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추가로 근무 배치된 간호사가 환자 케어의 차이를 가져왔는가? 치관 

복원의 실패는 프로세스의 문제를 말하는가? 병동 라운드에서 약사가 팀에 합류했을 때 투약오류가 줄었는

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질 향상 활동의 목표 중 일부이다.

인식론

Deming은 인식론(theory of knowledge)이 우리가 만든 변화가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 것인지를 예측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사전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많은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학습 계획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특정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초점화된 예측에 더 뛰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클리닉같이 특정 보건의

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특정 환경에서 변화의 결과를 더 잘 예측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클

리닉에 관해 더 많은 지식과 제대로 활동하는 방법(또는 활동해야만 하는)을 알고 있으므로 특정 변화가 환자

와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예측할 것이다. 보건의료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영역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 제안한 변화가 진정한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예측과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학습 활동이다. 변화를 준 다음에 그 결과를 측정하거나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만들어진 지식은 질 향

상 과학의 기반이다.

심리학

마지막 구성요소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심리학(psychology)을 이해하

는 것의 중요성이다. 어떤 변화이든, 변화가 크든 작든 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심리학적 지식은 사람들이 반

응하는 방법과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과병동에는 위해사건 추

적을 위한 사건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비슷한 사건에 상당히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변화를 도입하는 경우, 잠재적인 다양한 반응을 고려해야만 한다.

위의 4가지 구성요소는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지식체를 구성한다. Deming에 따르면, 개발, 검증, 변화의 

적용과 같은 활동 없이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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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변화 개념 6

Nolan과 Schall(6)은 변화 개념의 정의를, 입증된 장점을 가지고, 개선으로 이어질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

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과학적 또는 논리적 기반을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였다. Nolan과 Schall은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생각을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확인하였다. 그것들은 현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사고, 창

의적인 생각, 프로세스 관찰, 문헌에서 얻은 아이디어, 환자의 제안, 완전히 다른 영역이나 상황에서 얻은 통

찰력 등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변화 개념을 일상 생활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나쁜 공부 습관, 가족 관계의 긴

장 또는 근무지에서 어려움과 같이 특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질문하는 데 

변화 개념을 사용한다. 그들은 "내가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즉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

엇인가?"라고 질문한다.

환자 케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건의료팀은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과 특정 상황 또는 그들

이 개선하려고 하는 작업에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현지의 상황에 대한 특정 관점을 고려

할 것이다. 질 개선 프로세스에 현지의 팀이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 참

여하는 팀원들은 질 향상 프로젝트에 보다 헌신할 것이다. 

상자 B.7.1.    변화 개념 적용의 예

보건의료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손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길 원한다. 보건의료

팀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전문가 견해와 과학 문헌에 근거한 것이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용된다면 연속적인 향상(예를 들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을 통한 감염 

전파의 감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 개념의 한 예이다. 보건의료팀은 근무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구체

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다. 즉, 추상적 개념을 근무지에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목표로 적용한다는 것

을 뜻한다. 만일, 변화 개념이 실제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면, 문헌과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념이 더욱 국소적이고 실제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점점 구체적이고 지역의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연결

되며 민감해져야만 할 것이다.

향상 모델을 뒷받침하는 향상의 원칙

질 향상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기능 안에서 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과정이나 도구를 포함한다. 

질 향상의 근본 원칙은 매우 직관적이다. 질 향상의 근본 원칙에는 환자/고객 중심, 강한 리더십, 모든 팀원

의 참여, 프로세스 접근의 사용, 관리에 시스템적 접근의 사용, 지속적인 개선, 모든 당사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과 관계에 대해 사실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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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은 지식의 구축과 적용 모두를 의미한다. Deming이 설명한 PDSA 사이클 이후, 대부분의 향상 모델은 

질문의 단계를 포함한다(아래 그림 B.7.1을 보라).

다음은 어떤 질 향상 과정에서든 중요한 질문이다.

1.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변화로 인해 개선되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노력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접근은 모든 종류의 크

고 작은 개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PDSA 프로세스의 토대가 된다.

그림 B.7.1.    향상 모델  7  8

출처: Langley GJ, Nolan KM, Norman CL, Provost LP, Nolan TW. The Improvement Guide: A Practical Approach to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1996(4).

1.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보건의료팀이 향상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팀원이 문제

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개선할 가치가 있음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 우리는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감염률이 너무 높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2) 우리는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좋은 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3) 우리는 치과에서 약품을 저장하는 방식이 약품에 손상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문제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문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지 근거(양적/질적)가 필요하다. 위에 제시된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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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a) 우리는 높은 감염률 수치를 가지고 있는가?

(b)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예약시스템에 대한 불평이 있는가?

(c) 지난 달에 치과에서 보관하던 약품이 손상되었는가?

한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많은 국가들은 구체적인 질병지표에 관한 국가적, 국제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

터베이스는 매우 유용하며, 특히 벤치마킹에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자료는 모든 팀이 정확한 영역에 주력하

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떤 사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가용 범위에 관계없이 변화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도록 하라.

2. 변화로 인해 개선되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보건의료인들과 학생들은 변화 전후에 팀이 실시한 활동이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측

정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었다면, 향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팀이 변화가 효과

적이었음을 확신하기 전까지 개선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설계하고 수행한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래의 PDSA 사이클은 중재의 효과 평가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B.7.2.    PDSA 사이클  9  

출처: Langley GJ, Nolan KM, Norman CL, Provost LP, Nolan TW. The Improvement Guide: A Practical Approach to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1996 (4).

 

PDSA 사이클은 계획(plan)에서 시작해 실행(act)으로 끝난다. 학습 단계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밝혀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것은 향상과학에서 중요한 단계인데, 새로운 정보는 변화의 효과를 보다 잘 예측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PDSA 모델의 적용은 단순하거나 복잡할 수 있고,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일 수 있다. P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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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의 실제적인 예는 클리닉의 대기시간 개선, 수술장의 수술 감염률 감소, 수술 

후 재원기간 감소, 치과에서의 사고 최소화, 검사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하는 횟수 감소, 여성의 출

산 경험의 개선 등이 있다.

공식적인 향상 활동에서는 자세한 기록, 자료의 복잡한 분석, 팀 회의와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PDSA 모델은 개선이 일어나고 유지될 때까지 단계를 반복하는 형식을 가진다.

향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안

향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팀을 결성해야 한다

프로세스 개선 팀에 적합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은 성공적인 향상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각 조직

이 팀을 필요에 맞게 구축하므로 팀의 크기와 구성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목표가 퇴원 계획

을 개선하는 것일 때, 팀은 퇴원에 관하여 알고 있는 간호사, 담당의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사(해당 환자

에 따라 달라짐)와 환자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팀은 프로세스 개선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향상에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는 시간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영향

을 받을 특정 환자집단을 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팀을 유지하고, 팀의 노력이 집중되도록 돕는다.

팀은 어떻게 변화를 측정할 것인지 설정해야 한다

팀은 양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변화가 실제로 개선을 이끌었는지 확인한다.

팀은 어떤 변화를 만들지 선택해야 한다

모든 향상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모든 변화들이 항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직

은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변화를 식별해야만 한다.

팀은 변화를 테스트해야 한다

PDSA 사이클은 실제 근무지에서의 변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변화를 계획해 시도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학습한 대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과학적 기법의 예시이다.

팀은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

작은 단위의 변화를 테스트해보고 각 테스트에서 학습한 것과 여러 번의 PDSA 사이클을 통한 변화를 정련한 

다음, 팀은 보다 큰 단위(예를 들면, 전체 시범 집단이나 보건의료시설 전반)에서 변경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팀은 변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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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집단이나 전체 집단에서 변화의 성공적인 수행은 팀이나 관리자가 변화를 조직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향상에서 측정의 역할

질 향상 활동은 보건의료인들이 보건의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

를 들면, 학생들은 현재 공부 습관과 생활하고 공부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 없이 그들의 공부 습관에 관한 변

화를 연구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들의 공부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후, 개선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B.7.1.    목적에 따른 방법의 차이  10  

연구를 위한 측정 학습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측정

목적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함 새로운 지식을 일상의 실무로 가져오기 위함

실험 하나의 거대한 ‘맹검’ 실험 많은 순차적, 관찰 실험

편향 가능한 한 많은 편향을 통제함 검증과 검증 사이에 편향을 안정화함

자료 ‘만약을 대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모음 학습에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다른 사이클에서 완성 

기간 결과 획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중요한 변화를 위한 작은 테스트가 변화의 속도를 촉진함

출처: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http://www.ihi.org/resources/Pages/HowtoImprove/ScienceofImprovementE
stablishingMeasures.aspx) (8).

이 비유에서 향상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지 그들의 나쁜 공부 습관을 규명하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시험에서 

그들의 성공을 이끌면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측정은 향상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측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게 만

들기 때문이다. 모든 향상 기법들은 측정에 의존한다. 보건의료의 대부분의 활동은 측정될 수 있지만, 현재 그

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변화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위의 예에서 학생들은 전후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공부 습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B.7.1는 연구에서의 측정과 향상에서의 측정의 차이를 보여준

다. 향상에 사용되는 3가지 주요한 유형에는 성과 측정, 과정 측정, 균형 측정이 있다. 11

성과 측정

성과 측정의 예는 위해사건의 빈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자 수, 환자만족도 조사, 환자나 환자 가족의 경험

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이것은 설문조사, 의무기록 감사, 위해사건의 발생률이나 사람들의 서비

스에 대한 인식/태도, 그리고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접근: 예약과 검진을 위한 대기시간

•   중환자/응급 케어: 응급실 사망자 수 또는 산후출혈이나 임신자간증(eclampsia)으로 인한 사망/근접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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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 약물 시스템: 일어났거나 발견된 약물 용량 오류, 또는 투약오류의 수 

의료기록 감사에서 적색 플래그(red flags)가 위해사건 빈도의 식별과 측정에 사용된다.

과정 측정

과정 측정은 시스템의 작동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위해사건 발생률과는 대조적으로, 과정 측정은 특정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 있는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과정 측정은 보통 상급 보건의료인이나 관

리자가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스템의 일부분이나 측면들이 잘 운영되는지 알고자 할 때 사용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술 케어: 면봉(swab) 계수를 완료한 횟수

• 약물 투여: 투여 지연, 약물의 처방/배포/투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고려

• 분만실 이송 지연 

• 접근성: 중환자실 병상이 가득 차서 여분의 침상이 없었던 날의 수 

균형 측정

균형 측정은 어떤 변화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서비스나 조직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 습관을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전혀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면, 학생들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균형 측정의 예

는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적절한 자가 관리법을 모르는 환자들의 재입원율 증가로 연결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향상 기법의 예시 12  13

의료서비스의 향상 기법에는 많은 예들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그들 각자의 근무지에서 사

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것이다. 미국의 Brent James(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임상실무 개선(clinical practice 

improvement, CPI) 기법을 사용해 상당한 향상을 이끌어 왔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잘 알려진 2

가지 방법으로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과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이 있다. 아래는 3가지 질 향상 모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다.

임상실무 개선(CPI)

임상실무 개선 기법은 보건의료인들이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임상에서 과

정과 성과에 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임상실무 개선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음의 5가지 단계의 팀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젝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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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은 무엇을 개선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명 선언문이나 원하

는 목적을 표현한 몇 개의 문장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이것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을 항상 팀원으로 고려해

야 한다. 이 단계에서 팀은 그들이 사용할 측정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진단 단계

어떤 문제를 수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오므로 개선할 만한 가치 없이 성가실 수도 있다. 그러

므로 팀은 그들이 규명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팀은 문제에 관한 정보

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함으로써 문제의 전체 범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팀은 참여자들의 기대를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팀이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하는 것은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진단 단계에서 향상을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중재 단계 14  15  16  17

이제 팀은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도출해낼 것이다. 변화를 검증하는 PDSA 사

이클을 이용해 제안된 각 해결방안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테스트하고, 변화의 결과를 관찰하는 작업을 

조금씩 계속해 나가야 한다.

결과와 실행 단계 18

이것은 시도된 중재의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단계이다. 중재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모든 변화들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해야만, 그 변화가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말할 수 있

다. 측정하지 않는다면, 우연의 일치나 일회성 결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소개하는 것이 목표이다. 런 차트와 적절한 통계 기법을 사

용하여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다.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예시로 사용하여, 만일 

학생들이 수 개월간 변경된 공부 습관을 유지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공

부 습관을 개선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지 및 향상 단계 19  

마지막 단계로 팀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과 계획을 동의하고 개발해야 한다.  어떻게 개

선을 지속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 없다면, 지금껏 만든 향상들이 미래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는 관련 규정, 방법,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의 문서화뿐 아니라, 업무 과정과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단

계이다. 또한, 이 단계는 직원 훈련과 교육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상화되도록 하는 측정과 조사를 포함한다.

임상실무 개선 프로젝트의 한 예시

다음의 임상실무 개선 프로젝트의 예는 학생들이 도구와 프로세스 개선에 사용하는 기법을 이해하도록 도

울 것이다. 아래의 예는 호주의 보건의료 향상 북부센터(Northern Centre for Health-care Improvement)

의 실제 사례이다. 병원명과 참여자 이름은 삭제하였다. 프로젝트명은 결장 절제술 회복의 가속화(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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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from Colectomy Surgery)이다.

이 팀이 처음으로 한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었다. 결장절제술을 받은 환자

들의 재원일수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긴가? 다음은 합의된 사명선언문이다. 

병원에서 결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원일수를 6개월 안에 13일에서 4일로 줄인다.

다음 단계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적절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팀원들은 이 일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지도 팀원

• 보건의료서비스 관리자

• 병원 최고경영자

• 병원 간호부장

• 임상 간호 분야 컨설턴트(통증 관리)

• 방문 의사(외과 전문)

프로젝트 팀원

• 임상 간호 분야 컨설턴트, 통증 관리(팀 리더)

• 외과의사

• 마취과의사

• 급성 통증 관리 간호사

• 수술 전후 클리닉

• 외과 병동 간호사

• 약사

• 물리치료사

• 영양사

• 환자

우리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다시 이 예제를 살펴볼 것이다. 

근본원인분석(RCA)

많은 병원과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위해사건의 기저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근본원인분석(RCA) 프로세스를 현

재 사용하고 있다. 근본원인분석은 처음에 공학에서 개발되었으며, 이제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많은 산

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근본원인분석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주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근본원인분석은 특정 사건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초점을 둔다. 미래에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

기 위해 이러한 후향적 과정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근본원인분석은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으며, 무엇이 재발생을 예방하는지 질문함으로써 사건과 관련

된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임상실무 개선 기법을 사용할 때, 근본원인분석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

다. 많은 국가들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본원인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왔다. 위해사건 조사를 위한 미국의 국가보훈처와 호주의 병원들은 근본원인분석을 채택하

였다. 미국 국가보훈처(VA) 모델은 현재 보건의료 전반을 위한 원형이 되었다.

직원, 시간, 관리자나 의사, 병원장의 지지를 포함하는 조직의 배려 없이는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팀이 근

본원인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VA는 직원이 사건과 관련된 가능한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질문할 수 있는 영역과 질문 지침서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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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의사소통: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가? 치료팀원이 환자 사정 정보를 제때에 공유하였는가?

• 환경: 근무환경이 그 기능에 맞게 설계되었는가? 환경 위험을 사정하였는가?

• 장비: 장비는 의도된 목적대로 설계되었는가? 해당 장비에 대해 문서화된 안전 평가 수행 기록이 있었는가? 

•   장벽: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장애물과 통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환자, 직원, 장비 또는 환경을 보호하도

록 설계되어 있었는가?

•   규칙, 규정, 절차: 위험을 해결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기 위한 전반적 관리 계획이 있었는가? 이

전의 감사가 비슷한 사건에 수행되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제때에 원인을 확인했고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해 수행하였는가?

•    피로/근무 스케줄: 진동, 소음 및 다른 근무환경 수준은 적절했는가? 직원들은 충분히 수면을 했는가?

모든 권고사항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권고사항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의거하며 이해하기 쉬

운 것이어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은 현실적이어야만 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시간 계획에 따라 수

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

배경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의 목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케

어 프로세스에서 예방하는 것이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은 미군의 군사규정(Military Procedure 

MIL-P-1629)에서 시작되었으며,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절차인 군사표준(Military Standard 

1629a)으로 현존하고 있다(10).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은 실패요인의 효과를 규명하

고자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이므로 가능성의 확률적 표기와 영향의 유의미성으로 표현한다. 팀은 

이 정보를 그들이 속한 조직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에 기

반을 둔 질 향상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의 사용은 대부분의 입

원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공학 기반의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 용어가 보건의료인에게 더 적합한 용어로 번

역되었으며, 병원을 인증하는 조직들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의료 영역의 성장을 보여

준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 큰 그림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은 시스템 내의 가능한 실패들을 발견하고 식별하며, 실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한 전략을 수행하는 접근 방법이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은 보통 보건의료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보다 큰 

단위의 질 향상 노력의 한 요소이며,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1. 위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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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요소 식별 – 위해를 일으키는 프로세스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스템 분석 – 기존의 케어 프로세스를 완전히 도식화하고, 위해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성 평가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이 시행된다.

(3)   위험 특성화 – 위의 두 단계에서 발견한 것을 통합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 불확실성, 판단이 제

시된다. 승인을 받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할 행동 목록을 개발한다.

2. 수행

3. 평가

기본 지식과 기술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프로세스 매핑의 개념을 이해하고, 팀워크의 역

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세스 매핑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과정이나,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케어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가 구성되고 작

동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얻는 모든 단계들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해결팀

문제해결팀의 목표는 케어 프로세스에서 특정 단계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의 특징은 팀이 위험도 우선순위(Risk-Priority Number, RPN)를 생성

하기 위해 심각도, 발생 가능성, 발견 가능성 점수를 사용해 실패유형을 수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3가

지 수량화 점수는 일반적으로 1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평가된다. 위험도 우선순위(RPN) 점수는 순위를 매기

는 데 용이하여, 문제해결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프로세스 구성요소에 주력하도록 돕는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의 구성은 여러 회기와 심사숙고의 시간이 걸리는 팀 주도의 활동이다. 이 방법의 

핵심요소는 다양한 범위의 기술, 배경,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팀 안에서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

는 것이다. 그룹은 특히 복잡하고, 심사숙고와 많은 구성요소의 통합이 필요한 작업일 때 개인보다 더 나

은 문제 해결사이다. 게다가 협응과 충분한 심사숙고를 통해 도출한 그룹의 결정은 개인이나 다수결 원칙

에 따른 그룹의 결정보다 일관되게 우세하다(11).

탐구할 문제는 팀의 평가와 문제의 평가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

루어지고, 수행될 행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 효과적인 문제해결팀은 그들 작업의 목표를 공식화하고, 

차이에 대한 개방적인 표현과 차이점과 대안의 검토와 비교를 허용한다. 효과적인 팀 구성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지한다.

많은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 템플릿과 이용 가능한 형식이 있으며, 모두 그림 B.7.3.에 제시된 기본 구조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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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7.3.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의 구성과 기능

출처: FMEA [web site] http://www.fmeafmeca.com/index.html (12)

위험도 우선순위(RPN)

위험도 우선순위(RPN)는 설계나 프로세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실패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을 사정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위험도 우선순위는 1점(매우 좋음)에서 1000점(매우 나쁨)까지 다양한 점수가 

매겨진다.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의 위험도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며,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을 사용하는 미국 군사표준(Mil-Std-1629A)에서 사용하는 위험도 점수(criticality numbers)와 

다소 비슷하다. 위의 그림은 위험도 우선순위의 구성요소와 각 실패유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12).

근본 문제와 프로세스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다음의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질 향상에서 자료를 편성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용이 간단하다. 병원과 클리닉 같은 많은 의료서비스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

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지역의 보건당국이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장에게 자료를 보고하기 위

해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흐름도,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이시카와/어골도), 파레토 차트, 런 차트와 같은 다

음의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아래에 이 도구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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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Flowcharts)  20

흐름도는 환자가 특정 치료나 시술을 경험할 때 환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단계를 팀

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흐름도는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나 일부를 보여주는 그림을 넣는 방법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매우 복잡해서 우리가 문제를 개선하기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각 부분이 어떻게 잘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흐름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흐름도 개발을 구성하고, 기여할 때 보다 정확해진

다. 단지 한 사람이 정확한 흐름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넓은 범

위의 행동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제공된 서비스의 기록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팀 구

성원들이 구축과정에 참여할 때, 흐름도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근무지에서 하는 것을 

도식화할 수 있다.

팀원들에 의해 설명된 행동들이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흐름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흐름도는 모든 팀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점과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 흐름도의 적절한 구축은 프로세스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

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흐름도는 고차원 흐름도와 세부 흐름도의 두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장점이 있다. 흐름도는 의료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연, 의사소통 실패, 불필요한 보관과 전송, 불

필요한 작업, 중복 및 기타 비용처럼 가치가 없는 프로세스 단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흐름도

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프로세스를 함께 이해해 개발하게 하고, 자료를 모으고 문제를 식별하며, 논의에 집

중하고 자원을 확인하는 데 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설계하는 기초

로서 흐름도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의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흐름도가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 그림 B.7.4는 6개월 안에 결장절제술 환자의 

재원일수를 13일에서 4일로 감소시키기 위해 팀이 개발한 흐름도이다.

그림 B.7.4.    흐름도의 예시

출처: Example of a flow chart from: Accelerated Recovery Colectomy Surgery (ARCS) North Coast Area Health Servic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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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  21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은 어떤 결과의 가능한 모든 원인들을 탐구하고, 나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다이어그램은 이시카와(Ishikawa), 또는 어골도(Fishbone diagram)라고 불린다. 원인과 결과 다이어

그램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와 원인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또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다이어그램은 팀이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영

역을 알려준다. 팀원들이 원인에 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을 통해 다이어그램의 각 가지에 해당하는 내

용이 만들어진다. 그림 B.7.5에 나타난 어골도는 보건의료인들이 결장절제술 환자들의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

해 작성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이다.

결장절제술 환자의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한 팀이 임상실무 개선(CPI)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팀원들이 환자의 재원일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그림 B.7.5.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의 예시

출처: Example of a flowchart from: Accelerated Recovery Colectomy Surgery (ARCS) North Coast Area Health Service, 

Australia.

파레토 차트(Pareto charts)  22

1950년대 Dr. Joseph Juran는 ‘파레토 원칙(Pareto Princi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소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 

큰 범위의 질 문제를 묘사하였다(13). 이 원칙은 몇 개의 기여원인들이 대부분의 결과를 설명한다는 것으로, 팀이 문

제해결에 주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해결할 것인지 표시해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파레토 다이어그램은 전체 결과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한 막대 도표이다. 요인을 배열하는 것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에 팀이 주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그것은 특정 영역에 집중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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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7.6.    파레토 차트의 예시

출처: Langley GJ, Nolan KM, Norman CL, Provost LP, Nolan TW. The Improvement Guide: A Practical Approach to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1996 (4).

런 차트(Run charts)  23

그림 B.7.7은 시간에 따른 개선을 추적하는 병원 팀이 만든 런 차트이다. 런 차트나 시간 기점(time plots)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집된 자료 그래프로서 변화가 시간에 따라 향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상당한 개선이

라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무작위변동을 나타내는 관찰 결과인지를 결정하게 도와준다. 런 차트는 어떤 경

향이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향은 연이은 점들이 계속해서 하강하거나 상승할 때 생겨난다. 

런 차트는 팀이 특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변화가 언제 진정한 개선을 일으켰는

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B.7.7.    런 차트의 예시

출처: Langley GJ, Nolan KM, Norman CL, Provost LP, Nolan TW. The Improvement Guide: A Practical Approach to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1996 (4).



주제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259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막대그래프의 한 형태이다. 히스토그램은 불연속적인 영역 안에서 자료점의 빈도를 보여주는 

변수의 확률적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전략  24

프로세스가 향상을 이끈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향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

속적인 측정과 PDSA 사이클을 통한 조정을 뜻한다. 다음의 전략이 결장절제술 환자의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

한 팀에 의해 확인되었다.

• 각 환자의 재원일수를 기록한다.

• 매월 평균 재원일수를 계산한다.

• 매월 수술장 운영에 대한 런 차트를 갱신한다.

• 격월로 긍정적, 부정적 발전을 토의하기 위한 팀 회의를 개최한다. 

• 지속적으로 임상 경로(clinical pathways)를 정련한다.

• 지역의 임상 관리 그룹에 결과를 보고한다.

• 병원과 지역에 있는 모든 수술 팀에게 실례를 확산시킨다.

팀은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여 그 병원의 결장절제술 환자의 재원일수를 성공적으로 줄였다. 이

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환자들의 감염위험을 상당히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여 케어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비용 편익의 측면에서, 그들은 이러한 개선을 유지해야 한다. 팀은 계속해서 환자들의 재원일수를 모니터링

하고, 매월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요약

보건의료인들이 질 향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할 때 환자 케어가 향상되고 오류를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근거

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과 도구가 사용될 때만 팀의 노력이 실제로 보상될 것이며, 의료서비스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이 장은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질 향상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도

구는 지방의 클리닉이나 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바쁜 수술장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간단히 적용될 수 있다.

교육 전략

질 향상 기법을 교육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도구를 사용하고 그것의 장점들에 익숙한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장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질 향상 도구

를 사용하게 하고, 질 향상 기법을 개별적으로 코칭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질 향상 프로젝트를 통한 팀

워크를 경험하고, 질 향상 기법을 사용해 환자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향상되는지 경험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이 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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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인/전달 중심의 강의 

이 장은 상호적인 전달 중심의 강의에 적합한 다양한 이론 정보와 응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WHO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라. 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패널 토의

질 향상 기법(CPI, RCA, FMEA)을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들을 패널로 초대하고, 이 방법들이 그들에게 달리 

얻을 수 없을 통찰력을 주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하라. 또한, 환자의 관점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를 패널에 포함시킨다. 어떤 기관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기여한 환자들을 근본원인분석과 임상실무 개선 

팀에 포함한다.

소그룹 토의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3명의 학생들에게 질 향상 기법의 장점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

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 향상에 관하여 토론을 이끌도록 요청한다. 

시뮬레이션 활동  

브레인스토밍, 런 차트,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 히스토그램 기법에 대한 실습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기타 교육 활동

이 장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자가 개선 프로젝트에서 질 향상 도구와 기법을 사용해 실습하는 것을 통해 가

장 잘 배울 수 있다. 다음은 자가 개선 프로젝트의 예시이다.

– 더 좋은 공부 습관을 개발하라.

–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

– 금연하라.

– 체중을 관리하라.

– 더 많은 가사활동을 수행하라.

학생들은 개인 상황에 적합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DSA 사이클을 실행할 수 있다. 사

용된 원칙과 방법은 학생들이 추후 수행할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도구를 사용해 실험을 할 수 

있으며, 도구 사용 방법을 알고 그것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는지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실제로 질 향상 과정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의 지도

자, 감독자,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 해당 보건의료시설이 정기적인 질 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문의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관리자에게 질 향상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후에 학생들은 2명이나 소그룹으로 모여 강사나 보건의료인과 함께 학생들이 관찰한 것과 배

웠던 특성 및 기법의 존재 여부, 사용하고 있던 기법의 효과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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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 교육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FMEA)을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은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작성에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은 두 부분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강

의이다. 강의에서 교수자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는 것이다. 강의

는 구성요소나 기능마다 다양한 잠재적 실패유형과 원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프로

세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 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심각도나 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척도의 예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실제 사례이다. 학생들을 최대 네 그룹보다 적게 나눠야 한다. 실제로는 큰 그룹이 더 낫기

는 하다. 큰 그룹은 다양한 관점을 포함해 학생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

용되는 사례 연구는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각 학생 그룹의 목적은 사례 연구에 기반을 둔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30분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목적은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실습해 보는 것이다. 각 그룹은 위험도 우선순위(RPN)에 의해 최상위부터 최하

위까지 순위를 매긴 문제들을 포함한 실패유형 및 영향분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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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사정

이 장에 대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기 개선 프로젝트를 완수하도록 할 수 있으

며, 그 경험을 보고하거나, 그들이 관찰하거나 참여한 질 향상 활동에 관해 반성적 진술문(reflective 

statement)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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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강의 슬라이드: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다. 

주제 7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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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한 여성이 자궁외 임신 파열로 고통받음

Samantha의 담당의사는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 6주에 응급 초음파 검사를 의뢰했다. 복부와 자궁경부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쪽 부위의 자궁 외 임신(ectopic pregnancy)이 발견되었다. 검사 중, 초음파 검사

기사는 Samantha에게 언제 그녀가 조산사나 의사를 만날 것인지 물었다. Samantha는 검사 당일이나 

다음날에 진료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Samantha가 초음파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갈 것

인지, 클리닉에서 초음파 검사결과를 Samantha의 담당 의료인에게 보낼지에 관한 대화만 하였다. 

Samantha는 초음파 검사결과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

Samantha는 ‘연계 받은 의사만 열람 가능’이라고 표시된 밀봉된 검사결과를 받았다. Samantha는 자

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관한 설명이나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 Samantha는 집으로 돌아와 검사결과 봉투를 열어 검사결과지를 읽어보았다. 그녀는 바로 그녀

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게 되었고, 의사에게 긴급히 전화하자 의사는 즉시 입원하라고 권하였다.

오후 9시에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자궁외 임신 파열(ruptured ectopic pregnancy)로 인한 복부 수술을 받

았다. 이 이야기는 환자가 완전히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과 항상 환자와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Case studies–investigation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9-2000: 60.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보호자가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82세인 Maria는 낙상으로 인한 경미한 골반골절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때까지 Maria는 활동할 수 있었

고, 집에서는 아들 Nick의 보살핌을 받았다. 이틀 뒤에 병원은 Maria를 평가한 결과 골반골절이 재활치료에 적

합하지 않다고 했다. Maria는 영어로 의사소통하기에 매우 어려웠고, 병원에는 Maria에게 그녀의 검진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는 통역가가 없었다. Maria는 이내 자신감을 잃었다. Nick은 어머니의 회복 예후를 예측하기에

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고, 병원이 Maria의 엑스레이 복사본을 그녀의 일반의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났다. Nick은 병원이 Maria를 요양시설로 전원하기 위해 법정후견인 지정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환자지원서비스에 연락했다.

환자지원담당관과 Nick, 치료 팀의 주요 팀원들 사이에 회의가 예정되었다. 그 회의에서 Maria가 재활치료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팀은 Maria의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Maria는 재

활병동으로 옮겨졌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Maria는 나중에 집으로 퇴원하여 Nick의 보살핌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서비스를 받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Nick과 그의 어머니가 치료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

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처:   Case studie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2003, 1:11.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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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환자와 가족의 참여가 왜 중요한가? 1

현대 보건의료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이러한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 환자가 케어에 참여하는 수준에 관한 뿌리 깊이 박힌 견해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에게 중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형세가 변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졌을 뿐

만 아니라 정부나 보건의료 제공자도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어떠한 보건의료 중재라도 환자의 건강을 호전시킬지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이 받게 될 케어의 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다. 특히, 그들이 어떠한 종류이든 침습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환자가 동의한다면, 가족이나 보호자 역시 정보 교환에 포함되어

야 한다. 사전 동의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협력하도록 하고, 중재를 선택하고, 그 중재와 관련

된 위험에 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중재에는 일련의 투약과정이나 침습적 시술이 포

함된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치료와 중재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거나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나쁜 치료 결

과는 흔히 무작위적(random)이거나 시스템 오류와 연관된다. 거의 모든 오류는 인간과 관련이 있다. 보건의

료시스템의 질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신뢰조직(HROs)의 성공여부는 실패에 관한 사

전계획을 얼마나 잘 하는가의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조직이 시스템 위험 관리에 의료소비자가 참

여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환자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진실 말하기(open disclosure)는 위해가 일어난 후, 환자 및 보호자와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설명하

는 용어이다. 많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실 말하기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정

직함과 전문성(professionalism)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진실 말하기는 환자와의 파트너십

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된다.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환자안전을 지지하거나 증진하는 기관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The WHO 

initiative Patients for Patient Safety (1)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교육하고, 위해사건의 기여 요인으로서 

의료서비스시스템의 역할에 관해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를 의료서비스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속성이 변화하게 한다.

함께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의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고, 제공된 케어/치료와 환자의 실제 경험 간의 차이

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위해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환자와 보호자는 기저 원인에 관해 보다 잘 이

해하게 될 것이다.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 특히 입원환자는 치료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

태이다. 보건의료인이 정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술 이후에도 환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환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위해사건을 겪을 때, 정신적 충격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또

한, 위해사건 이후 환자나 그 가족을 어떻게 대우하고 의사소통을 해왔는지에 따라 위해사건 그 자체보다 더 

큰 손상을 환자에게 끼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2가지로 나뉘는 소비자의 참여 활동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

다. (1) 위해사건이 일어난 이후 배움과 치유의 기회, (2) 위해를 예방하는 환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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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위해사건, 진실 말하기(open disclosure), 사과, 의사소통, 불평,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s), 공개

(disclosure), 교육, 오류, 공포, 정보에 근거한 결정(informed decisions), 책임(liability), 환자와 가족, 환자 

중심, 환자 강화(patient empowerment), 환자 참여, 환자 권리, 파트너십, 보고, 질문.

학습목표 2

학생들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위해를 예방하고 위해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해한다.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3

학생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사전 동의/선택 절차와 진실 말하기의 원칙을 이해한다.

수행 요구사항 4

학생은 다음 활동을 한다.

• 적극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격려한다.

• 적극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한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감, 정직, 존중을 보인다.

•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적절하게 환자에게 치료와 시술에 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각 환자의 차이, 종교, 문화, 개인적 신념과 개인적인 욕구를 존중한다.

• 진실 말하기 절차의 기본 단계를 설명하고, 이해한다.

• 환자의 불만에 관하여 존중하는 마음과 개방된 마음으로 대한다.

• 모든 임상 활동에서 환자의 참여에 관한 생각을 적용한다.

• 좋은 임상 관리를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실천한다.

기본 의사소통 기술

좋은 의사소통의 원칙을 검토하기

진실 말하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정 중에 이미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좋은 의사소

통과 사전 동의의 원칙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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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사전 동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의학적 조언, 투약, 중재

를 제공하는 바로 그 행위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개념에서 나온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신

념 체계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환자가 무의식 상황이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의료인이 환자가 내린 결정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비윤리적임을 뜻한

다. 동의 과정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어떻게 연관되고 참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많

은 보건의료가 병원의 치료나 시술을 위해 준비된 서면 동의보다는 구두 동의에 의하여 제공된다. 그러나 구

두 동의조차도 환자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몇몇 학생들이나 보건의료인들은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자신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사전 동의 양식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전 동의는 단순하게 서명을 받거나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 과정은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와 관련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도록 해준다. 동의 과정은 중요하

므로, 보건의료인이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불행하게도 시간의 

압박, 때때로 환자에 대한 태도가 이 과정을 간략하게 만든다. 동의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법규에 관

심을 기울여 개발되어 왔다. 특히, 동의 과정은 환자가 정보를 받는 단계와 환자의 의사결정 단계의 두 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가 정보를 받는 단계는 보건의료 실무자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 것과 환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의 의사결정 단계는 제공된 정보를 받아들일 시간과 가족이나 보호자의 

조언을 얻을 시간,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기회와 보건의료인의 능숙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학생들은 병원, 치과, 약국, 의원에서 실습할 때 동의 과정을 참관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전문가와 환자가 치료의 선택에 관해서 토의하고, 환자가 치료나 중재를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최고의 예

시를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정된 행위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보로 환자가 동의해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환자들이 의사나 치과의사와 대화하기 전이나 후에 약사, 간호사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동의에 관해 토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항상 열려 있으며 환자들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

들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시술이나 치료를 행하는 책임자

는 환자가 치료 및 시술의 특성과 이와 연관된 위험과 이익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얼마나 알려야 하는지, 환자가 얼마나 이해를 해야 적절한 정보를 받았

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걱정할 수 있다. 환자의 결정이 지적으로 손상되지 않았고, 내부(스트레스, 슬픔) 

또는 외부(돈, 위협) 요인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결정했는지를 실무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금전적인 고려는 환자가 건강보험이 없거나 다른 수입원이 없을 경우, 특히 중요하다.

환자가 알아야 하는 것 5

보건의료인들은 근거 기반 의료를 폭넓게 장려해 왔다. 많은 치료에서 위해의 확률과 성공의 확률에 관한 

근거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인쇄된 자료가 있으면 사용해야 한다. 각 환자가 치료나 케어를 받을지 결정

하기 전에 다음 쟁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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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또는 주된 문제

이는 검사 결과와 시술을 포함한다.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단이나 평가 없이 치료나 해결책이 도움

이 될지를 환자가 결정하기 어렵다. 연구 중인 치료방법이라면, 이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진단이나 문제의 불확실성 정도

보건의료 전달은 본질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쉽다.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고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수록, 

진단은 확진되거나 바뀌거나 다른 문제가 새롭게 생기기도 한다. 불확실성에 관하여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치료나 해결책과 연관된 위험

환자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뿐만 아

니라, 치료나 시술과 연관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알아야 한다.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생길 결과

와 치료나 계획된 해결책과 연관된 위험의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치료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치료나 시술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시작하여 특정 치료나 시술과 관련된 위험과 이익, 불확실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한 후, 환자나 

보호자의 특별한 고민이나 더 필요로 하는 정보는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환자는 실무자가 선호하는 한 가지 대안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특

히, 환자는 다음을 알아야 한다.

• 제안된 치료방법

• 기대되는 이익

• 치료 시작 시기

• 치료 기간

• 치료 비용

• 환자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의 존재 유무

• 치료의 이익

• 치료 받지 않았을 때의 위험

어떤 치료 방법은 분명 위험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로 인해 치료

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예상되는 회복 기간에 대한 정보 

치료의 종류나 치료/시술을 받기로 하는 결정은 환자의 삶의 여러 다른 요소(직장, 가족 부양의 책임, 경

제적인 문제, 치료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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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와 치료를 제공할 보건의료인의 성명, 지위, 자격, 경험

환자는 같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수련 수준과 경험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만약 실무자가 경험

이 적다면, 감독이 더욱 중요하고, 감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와 약물의 이용가능성 및 비용

환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환자가 회복할 때 비의료적인 도움

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집에서 머무르며 외래를 통해 약물을 받는 통증 관리를 원하기도 하고, 주요 수술 후 회

복 시기 때 일상업무를 도와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 특정 치료는 지속적인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좋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6

몇 가지 도구들이 좋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노스웨스턴 대학교(Chicago, 

IL, USA)에서 개발한 SEGUE 프레임워크이다(3).

Set the stage: 단계 설정

Elicit information: 정보 도출

Give information: 정보 제공 

Understand the patient’s perspective: 환자의 입장 이해 

End the encounter: 만남 종료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7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ustralian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APSEF)는 ‘문화적 역

량’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문화적 기반의 이해를 존중

하고 예우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지식, 기술, 태

도로 정의하고 있다(4).

문화란 언어와 관습, 가치, 신념, 행동방식, 관행, 직관, 서로 의사소통 하는 방식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의 

용어이다. 학생들은 문화나 종교와 관련하여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의복과 식습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을 관찰할 수도 있다. 학교 친구들이 고수하는 기본적인 신념 체계가 그들에게는 덜 분명할 것이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인들과 환자들은 환자안전과 환자의 참여를 이제 막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변화가 의료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문화적인 역

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많은 국가에서 환자안전 운동이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문화적 변화에 관한 것이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5)은 다음과 같다.

•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한다.

•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사소통 방식, 행동 방식, 정보 해석 방법, 문제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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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며, 보건의료인과 상호작용하고 치료와 케어 계획을 고수

하는 방식에 관한 문화적 신념을 인식한다.

• 환자의 건강정보 활용능력(health literacy)을 인식한다.

•   환자에게 최적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문화나 민족적 배경에 적합하도록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문화적 역량은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수동적이며, 그들의 의견이나 선호를 말하는 것

을 꺼리며, 자신의 판단을 덜 신뢰하는 소외된 시민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8

보건의료인 및 다른 보건의료 제공자와 비교하여, 보건의료 소비자는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향상 노력에

서 최소한의 이해관계자로 나타난다. 환자와 가족은 케어의 전체 연속성에 걸쳐 존재하면서 다른 렌즈를 통

해 전체 과정을 보는 개체이다.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환자안전과 환자가 경험하는 안전 수준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풍부한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환자와 보호자 참여의 부재로 인해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환자나 그의 가족은 다른 이해관계 그룹처럼 잘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므로, 그들의 이해나 요구는 잘 포착

되지 않거나 연구 활동, 정책 개발, 환자안전 교육과정, 환자 교육, 오류/근접오류 보고 시스템 등에 통합되

지 않았다. 최근, 환자안전 리더들은 소비자를 케어의 안전을 보장하는 파트너로서 효과적으로 참여시키지 못

한 것을 환자안전 분야의 진전이 부족한 것의 (적어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자 참여의 영향

환자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윤리적 언급이 있는 것에 비해, 환자의 참여가 오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Gallagher 등(6)의 연구에서 입원 환자의 91%가 오류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였다. 입원 환자들이 인식하는 편안함의 정도는 여러 이슈에 따라 차이를 보였

다. 환자들의 85%는 투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으나, 거의 절반인 환자들의 46%

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손을 씻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관해서 매우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Gallagher와 Lucas (7)의 2005년 투약오류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 논문에서 저자들은 7개의 연구에서 환자의 태도

를 조사한 것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들은 환자의 선호도와 환자와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에 관한 보건의료인의 두려움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다행히도 많은 노력이 진실 말하기 관련 정책 개발로 이

어졌고, 2005년 이후 많은 병원들이 명백한 부정적 영향 없이 진실 말하기 정책을 제도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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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케어에 참여시키는 방법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왕래하며, 그들의 특정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케어의 전체 연속성에 걸쳐 존재하는 개체이다. 또한, 우리는 케어에 있어 끊이지 않는 지

속적인 목적이 항상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중재 및 케어 계획을 통합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정보의 저장소와 케어 계획에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환자에 관한 인식과 함께 환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안전한 보건의료에 환자와 가족의 개입을 찬성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케어의 연속성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은 환자들이 그들의 근무 환경(병동, 약국, 치과 진료실, 클리닉 등)에서 케어를 받

을 경우에 환자들과 접촉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많은 보건의료 환경을 통해 그들의 집에서 클리닉, 병원, 외

래 클리닉, 진료실로 이동한다. 보건의료 학생들은 열악한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환자 케어의 연속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제공된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서, 환자가 잘못 치료를 받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들은 한 보건의료인에

서 다른 보건의료인으로 이동되고, 한 의료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동되는 케어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유

지되는 존재이다. 모든 시점의 정보 변환 과정에서 환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사소통이 정확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는 항상 중요하지만, 인수인계나 근무교대 동안에 특히 중요하다.  

한 보건의료인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에게로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

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 환자들이 지속적인 케어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람에게 정확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록한다.

• 환자의 진행 상태를 표시하도록 환자 기록을 문서화한다. 

• 환자의 상태와 케어 계획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다른 팀원이나 보건의료팀에게 전달한다.

•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과 임상적 발견 사항을 분명하게 의사소통한다.

•   보건의료팀의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이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에게 환자의 케어를 인수인계 

한다. 

• 모든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의 조정을 보장한다. 

• 효과적으로 약물을 관리한다.

환자들의 이야기는 영감을 준다

인적요인 전문가들은 해를 예방하는 데 환자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 환

자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상당한 주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아직까지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환

자의 역할이나 이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참인지에 관한 진지한 연구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해사

건을 경험한 환자에게서 듣는 많은 이야기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염려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위해사건을 예

방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경험담은 보건의료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학생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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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반영하고, 새로운 이해를 실무에 통합하도록 하는 이야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환

자의 이야기는 교과서와 강의의 보조 자료로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환자의 경험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환자의 경험을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로 보지 않았다. 환자의 이야기와 질병/상태 경험

이 다음과 같은 환자의 핵심 역할을 포함하여(8), 학생들과 보건의료인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

고 있다. (1) 진단을 돕는다. (2) 적절한 치료를 결정한다. (3) 숙련된 안전한 제공자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4) 치료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장한다. (5) 위해사건을 규명하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알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학생들은 환자로부터 배운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환자 목소리의 진실성과 환자 중심 치료를 촉진하

는 환자의 역할 때문이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환자의 염려와 위해사건을 일으키는 문제를 강조하는 일화도 

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은 보건의료 파트너십에 환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고 있

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증상에 관한 지식, 선호도, 위험에 대한 태도를 알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

났을 때 발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9).

진실 말하기는 무엇이며,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9

진실 말하기(open disclosure)는 치료받은 질병이나 치료로부터 예상되는 나쁜 결과와는 구분하여,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의 나쁜 결과를 알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많은 국가에서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진실 말하기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의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호주에서 진실 말하기란 다음과 같다.

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환자 및 그 보호자와 개방되고 지속적인 접근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것,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과정 중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미래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나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케어 시스템의 변경과 관련한 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0).

진실 말하기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고 후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정직함

은 윤리적 의무이며, 대부분의 실무 윤리 규정에 문서화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인을 위한 

진실 말하기 가이드라인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해결될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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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위해사건이나 근접오류 공개를 원하는가?

1994년 Vincent 등(11)이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는 환자들과 그 친척들에게 미친 의료 손상의 영향과 사건 이

후 법적 조치를 취한 이유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환자들의 경험과 역할에 관한 고려사항에 새

로운 자극을 주었다. 연구자들은 5개의 의료과실 소송을 담당한 원고의 회사를 통해 1992년에 법적 조치를 

취한 227명의 환자와 환자 친척들(전체 466명의 표본 인구 중 48.7%)을 인터뷰하였다. 연구자들은 응답자의 

70% 이상에서 고소의 원인이 된 사건들이 장기간 그들의 직장과 사회 생활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이 사건들이 강렬한 감정을 일으켰으며,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

다. 법적 조치에 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손상을 기반으로 했으나, 사건 이후에 무감각한 대우와 열악한 의사

소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설명을 제공하였을 때, 15% 미만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소송의 이유를 분석하여 다음의 4가지 주요한 주제가 도출되었다(11).

• 케어의 표준에 대한 염려: 환자와 친척들은 향후 비슷한 사건이 예방되기 원함

• 설명의 필요성: 어떻게 손상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함

• 보상: 실질적인 손실, 통증, 고통에 대한 보상 또는 피해자를 위한 향후의 케어를 제공하는 것

•   책임감(직원이나 조직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신념): 환자들은 보다 정직하고, 그들이 고

통받은 외상의 심각성에 관한 인정과 그들의 경험에서 학습한 교훈을 보장하길 원함 

위해사건 이후 환자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 책임의 인정, 사과, 향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유사사건 예방에 대한 보증, 때로는 처벌과 보상을 원한다.

위해사건 후 환자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막는 흔한 장애물

보건의료인은 위해사건 발생 후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의 경우, 화난 환자나 그 가족과 대립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진실 말하기 절차에 관한 대상자 교육은 보건의료인이 이러한 사건에 더 잘 준비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명성, 직장, 보상 보험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치심이나 환자에게 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실 말하기는 비난을 수용하거나 비난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대한 것이며, 진정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진실 말하기의 핵심 원칙 10

진실 말하기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12).

•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적시성

• 사건에 대한 인정

• 유감이나 사과에 대한 표현

•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인식 

• 직원 지지

•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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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하기 과정은 많은 단계를 포함한다. 11  12

상급 보건의료인이 이 과정에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은 위해사건에 관해 절대로 환자나 가족에게 말할 책

임을 떠안으면 안 된다. 학생들은 진실 말하기 과정과 이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가지는 가치를 배우기 위해,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관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B.8.1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에

서 2007년 시작된 진실 말하기 과정의 흐름도이다.

그림 B.8.1.    진실 말하기 과정(New South Wales, Australia)

출처: Adapted from flow diagram of the open disclosure process  

http://www.health.nsw.gov.au/policies/gl/2007/pdf/GL2007_007.pdf revised in 2014 http://www0.health.nsw.gov.au/

policies/pd/2014/pdf/PD2014_028.pdf; accessed in 1 July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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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하기를 위한 하버드 프레임워크(Harvard Framework for disclosure)(13)  13

하버드 프레임워크는 준비, 대화 시작, 사실 제시, 경청, 들은 것을 인정, 결론, 대화 기록의 7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진실 말하기 대화를 하기 전에 연관된 모든 사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에 적절한 참여

자를 확인해 참여시켜야 하고, 대화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한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환자와 가족이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와 가족의 전반적인 이해도뿐 아니라, 건강 용어에 대한 읽고 쓰는 능력과 이해 능력을 사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회의를 주재하는 보건의료인은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피하여 설명해야 한다. 환

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의료팀이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

건의료인은 신체적 언어에 유념하여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말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다면, 

현재 알려진 예후는 무엇이며, 향후 취해질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환자

나 그의 가족이 겪는 고통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의 진술을 주의 깊고 정중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인은 환자나 가

족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남겨두고, 질문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완벽하게 대

답을 함으로써,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 중 제기되었던 핵심 문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여야 한다. 이때 향후 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후 대화와 대화가 있게 한 사건을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발전된 의사소통 기술과 진실 말하기

위해사건에 관한 강렬한 감정적 흐름이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들은 종종 놀라고 무력감을 느

끼며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을 다루는 것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보건의료 학생과 보건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주는 많은 도구와 훈련 프로그램

이 있다. 의사소통 강의 과정은 제대로 질문하기, 너무 방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환자에게 그들의 걱

정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친다.

환자와 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학생들이 환자들과 함께 할 때,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적극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감, 정직, 존중 표현하기

•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기

•   정보교환은 일회성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기: 항상 환자들이 보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 각 환자의 차이,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신념, 개인적 요구에 대해 존중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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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말하기 과정의 기본적인 단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 모든 임상 활동에서 환자 참여에 관한 생각을 적용하기

• 좋은 임상 관리에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가 있음을 인식하는 능력 갖기 

SPIKES: 의사소통 도구  14

의사소통 도구인 SPIKES(14)는 환경(Setting), 인식(Perception),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공

감(Empathy), 전략과 요약(Strategy and Summary)으로 보건의료인이 환자들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SPIKES는 보다 일반적으로 갈등, 노인, 어려운 환

자,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아래에 나열할 기술의 일부나 모두를 연습할 수 있다. 아래의 간단한 체

크리스트에 더하여, 학생들은 ‘나의 가족이 이렇게 대우받기 원하는가?’라고 반추해보고 자문해볼 수 있다.

단계 1: 환경(S)

사생활

학생들은 많은 병원이나 치과, 약국, 기타 케어 환경에서 환자의 케어나 치료 측면의 사생활 보호가 최

적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민감한 주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환경이 중요하다. 환자가 거리

낌 없이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

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켜져 있다면, 환자에게 꺼달라고 정중히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이 현안의 논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준다.

영향력 있는 타인을 참여시키기

환자들에게 정보를 받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기 위해 가족이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지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 

어떤 환자들은(특히 노쇠하고 취약한 사람들) 자신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환자가 원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앉기

학생들은 종종 환자 옆에 서 있거나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보건의료인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에 주의를 하

고, 수련 초반에는 종종 이에 관해 언급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일

을 수행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학생들은 앉기 전에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환자들은 앉아 있는 보건의료인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환자에게 이 사람이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적절하다면) 항상 평온하게 보이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환자가 울면 다른 

곳을 쳐다보고 환자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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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방식

보건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은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말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는 것

이다. 적절한 눈맞춤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있는 것은 환자에게 당신의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좋은 방법이다.

단계 2: 인식(P)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은 종종 도움이 된다. 이 질문은 보건의

료인이 환자의 상황에 관해 환자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단계 3: 정보(I)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에 관해 걱정한다. 각 국가마다 다른 규정

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와 문화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규칙은, 각 환자의 정보 요구

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환자들은 각각 다양한 인간성을 가졌고, 원하는 정보의 양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다를 것이다. 학생들은 이 영역에 대해 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른 교수자와 감독자는 더 많거나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인의 접근을 관찰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른 종류의 환자에게 어

떻게 해야 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환자가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학생들은 각 환자가 무

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은 환자

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환자의 정보에 관한 요구는 다양하다. 환자가 심부전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는 특정한 치료 계획

과 연관된 위험에 관해 더 오랫동안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에 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위험에 관해 기억해야 하는 간단한 규칙은 모든 환자들이 치료가 중요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험이 미미하고 미약한 부작용이거나, 반대로 자주 일어

나는 경우에도 환자들은 정보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의 알고자 하

는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접근은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의 논의를 촉진시켜 의사소통을 강

화한다.

또한, 학생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의 제공이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정

보의 전달은 각 환자의 상황에 맞게 주의 깊게 속도를 조절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과잉은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상담의 시작 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신의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드렸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언제든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되면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은 환자가 매우 불안하거나 특히 어려운 진단명을 들었을 때에는 환자가 주어진 정보를 한 번에 이

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환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하고, 설명하며, 질문에 답

하는 것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에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환자들은 보건의료인과 논의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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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문 목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것에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되고 침착하게 각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나 감독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더 좋다. 만약 없다면, 환자에게 지도자나 감

독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라.

단계 4: 지식(K)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환자에게 암시를 줄 것이다. 

짧은 순간이라도 환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다. 예를 들어, “Smith씨. 불행하게도, 몇 가지 나쁜 소식이 있습

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계 5: 공감(E)

다음의 4단계는 학생들이 환자의 감정적 요구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다.

•   환자의 감정을 경청하고 확인하라. 환자의 감정을 잘 모르겠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이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 감정의 근원을 밝혀라.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괜찮

으시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답하겠습니다.”

• 환자의 감정을 알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보여라.

•   침묵하라. 때로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환자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질문을 생각해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유독 다루기 힘든 일부 환자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학생들은 요구사항이 많거나 어렵

게 느껴지는 환자들보다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일부 환자들과 가족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건강과 관련된 나쁜 경험이 있거나 화가 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해 기다려야 할 때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다. 약이나 술, 또는 정신질환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환자를 만났을 때에는 환자의 유

형을 나누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바쁜 병원에서 특정 환자집단이 차별받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의료팀이 환자나 환자집단(예, 마약 중

독자)을 분류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의료팀의 편견과 선호도가 객관성과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최소한이 아닌 보다 많은 케어가 필요하다. 개인의 의견과 태도는 객관적인 

임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치료나 진단을 잘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단계 6: 전략과 요약(S) 

상담의 마지막에 토의한 정보에 관해서 요약하는 것은 항상 옳은 방법이다. 환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중

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끝나갈 무렵 새로운 주제가 나타난다면, 다음 상담 시간을 새롭게 잡도록 한다. 

학생들이 환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활동을 연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환자로부터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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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집하거나 그들의 주요 관심사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경청,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자신들의 상태나 

상황을 이해했는지 환자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질문하기 위해 환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환자의 케어에서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만성적인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환자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

질 수 있다(15-17). 환자와 가족은 예방할 수 있는 위해의 위험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과 교육을 통해 위해

사건 예방에 참여하는 기회를 알게 될 수 있다. 환자들은 안전 문제에 관해 보건의료인에게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교육 전략 및 형태

이 장은 부분으로 나누어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도 있고, 단독 학습활동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이 

장을 단독 학습주제로 가르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상호적인/전달 중심의 강의 

전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WHO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라. 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

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사례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

들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라.

소그룹 토의  

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장의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영역에 관한 토론을 이끌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들은 아래의 제시된 개요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내용

을 잘 알고 있어서, 현지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 환경에 관해 정보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활동   

위해사건과 오류를 보고하고 분석할 필요성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여러 상황에서 환자

와 학생 간의 토의를 포함하는 역할극에는 정보에 대한 갈등 상황을 포함한다든지,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학

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학생에 대해 불평하는 환자의 상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은 불

평을 받은 학생이 디브리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볼 수 있다.

기타 교육 활동

이 장에 관한 토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환자를 초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환자의 경험(

특히, 교육과정 지침에서 제기된 특정 문제와 관련 있는 경험들)에 관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교육 활동은 아래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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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건 후 진실 말하기와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 배우기

이 교육과정 지침의 대부분의 예제는 호주, 영국, 미국의 사례이다. 진실 말하기에 관한 법적, 문화적 기

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   당신의 국가에서 전문직 협회의 윤리선언문을 찾아보라. 그것은 진실 말하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당신의 대학이나 단체와 비교해보라. 

• 당신의 국가에서 소비자 대표 기구에 대해 알아보라.

• 현지의 언론 매체에서 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보라.

•   일반적인 오류와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업적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의 구

성원을 초대하라.

 환자의 불평에 대응하는 절차를 배우기([주제 6]을 참고하라) T6

• 자신의 실무에서 불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존경받는 상급 보건의료인을 초대하라.

•   이 장의 사례 연구나 당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도

록 하라.

•   적용된 사례 중 하나를 보라. 오류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 중 한 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비

용이나 환자의 가족에게 지워질 비용을 계산해보라. 예를 들어, 실업이나 지속되는 치료 또는 사망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   환자들이 불평을 말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의료인에게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라. 소비자

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동료 학생들과 논의해보라.

• 불평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환자를 초대하여 그들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라.

의사소통과 진실 말하기에 대한 학습

학생들이 2명 또는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한 학생이 심각한 오류가 일어난 사례 속의 환자들 중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라. 다른 학생은 그 오류에 대해 말하는 의사 역할을 담당하게 하라. 이러한 역할극 활

동 뒤에 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것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라. 또 다른 방법은 환자나 그 가족이 경험

한 환자와 보호자 참여의 예를 학생들이 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위해사건에 개입된 환

자나 가족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아주 좋은 환자안전 교수자가 된다.

환자 강화(patient empowerment)에 대한 학습

학생들이 2명 또는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케어의 측면, 반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케어의 측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라. 대안적으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환자들이 

자신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느끼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예, 약물 확인). 학생들이 다시 

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찾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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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역량에 대한 학습

소그룹의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인이 서로 다른 문화 집단에서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고 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예, 암)을 갖고 있는 상황의 사례를 제시한다. 환자가 반드시 들어

야 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라.

환자가 위해사건을 경험하는 활동을 다시 반복한다. 환자가 이러한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문화적 차

이가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라.

학생들의 직종 분야에 대한 활동

•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여정을 따라가라.

•   환자에게 수술 절차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보건의료인을 따라가고, 사전 동의 프레임워크에 관련

한 실무를 잘 생각해보라.

•   학생들이 다른 영역의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치료사,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통역가)을 하루 관찰하도록 하라. 특정 직종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개입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라.

•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환자의 관점에서 질병이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찾도록 하라.

•   정기적으로 환자들과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받았거나 받고 있는 케어와 관련해 바꿔야 할 3가지

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에게 위해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한 절차나 팀이 있는지 기관이나 의료시설에 문의하도록 

하라. 이러한 곳이 있다면, 관련 감독자에게 학생들이 이 활동을 관찰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승인을 받

도록 하라.

•   학생들에게 기관에서 사망률 및 이환율 회의를 실시하거나 위해사건이 검토되고 있는 동료 검토 포럼

(peer-review forums)이 있는지 알아보게 하라.

•   보건의료시설에서 학생들이 관찰한 오류에 관해서 비난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끼리 대화하

도록 요구하라.

•   학생들이 근무하는 치료 환경에서 직원에 의해 사용되는 주요 프로토콜에 관한 문의를 하도록 하라. 학

생들에게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과 직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아는 방법, 사용방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점에 관해 질문하게 하라. 

• 학생들이 환자에게 일어난 위해사건의 영향에 관한 반성적 에세이를 쓰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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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투약오류의 인정

이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투약오류에 대한 반응을 설명한다([주제 6]을 참고하라). T6

Frank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다. 어느 날 밤, 한 간호사가 실수로 당뇨가 없는 Frank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

았다. 그 간호사는 즉시 실수를 알아챘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주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Frank와 그의 가족

에게 차례로 알렸다. 시설 측에서도 즉시 Frank에게 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도왔으며, 노인요양

시설로 돌아오기 전까지 관찰하였다. 그 간호사는 인슐린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충분하게, 즉각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칭찬받았다. 이 사건 이후, 그 간호사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았다.

토의

–   학생들에게 이 사례를 읽고 간호사의 정직한 행동의 장점에 관해 환자와 가족, 노인요양시설, 해당 간호

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토의하도록 하라.

출처: Open disclosure. Case studie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2003, 1:16–18.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산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의 중요성

이 사례는 각 환자를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환자와 가족의 걱정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혼모인 Rachel은 첫째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37주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몸무게는 2.7kg이었다. 분만은 

정상적이었고, 분만 1시간 후에 아기와 산모 모두 안정적이었다. Rachel은 간호사에게서 아기와 산모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들었다.

분만 6시간 후에 모유 수유를 시작했다. 간호사는 구두로 의사에게 산모의 유방에 좀 문제가 있고, 아기가 

매우 졸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병원 규칙상 분만 36시간 후에는 퇴원을 해야 했으므로 Rachel은 퇴원 준비를 

했다.

Rachel은 의사 A에게서 모두 다 괜찮고 아기가 경미하게 황달이 있으나 Rachel과 아기의 혈액형 사이에 

거부반응이 없으므로 수 일 내에 괜찮아질 거라고 들었다. 의사 A는 Rachel에게 모유 수유가 ‘건강한 아기’를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의사 B가 Rachel에게 일주일 후에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집에 있는 동안, 모유 수유의 어려움

은 계속되었고, 아기의 활달 증상도 계속 심해졌다. 두려움을 느낀 Rachel은 아기가 태어난 지 72시간 되었

을 때, 아기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응급실 의사는 아기의 체중은 측정하지 않았고, 혈청 빌리루빈 수치를 검

사하였다. 그 결과 13.5 mg/dl (231 μmol/l)이었다. 의사는 태어난 지 3일 내의 아기에게는 높은 수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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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의사 B는 Rachel에게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권유하였다. 

웃으면서 말했다. “아기 상태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제가 의사잖아요.”

이후 며칠 동안, 아기는 1시간 반마다 모유를 달라고 하였고, Rachel의 가슴에서는 더 이상 모유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Rachel의 친구는 Rachel에게 “의사가 모두 괜찮다고 했다고 했으

니 모든 게 괜찮은 거야. 걱정하지마.”라고 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일 되었을 때, Rachel은 의사 B의 권고대로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 그때 아기의 

체중은 20% 줄어든 상태였고,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는 35 mg/dl이었다. 임상검사에서 아기는 빌리루빈 뇌증

(bilirubin encephalopathy) 증상을 보였다.

병원 위원회는 예방할 수 있었던 위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 있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질문

–   학생들이 이 상황을 분석하게 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요점은 무엇인가?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언제, 무엇을 해야 했는가?

환자와 그의 보호자의 고민을 끄집어내는 것이 (심지어 그것이 구두로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다 해도) 숙련

되어야 할 핵심 기술이다. 환자나 그 가족은 때때로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고민을 간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환자의 걱정거리를 무시하거나 환자의 걱정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환자의 고민을 신중히 듣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절대 환자나 보호자가 자신의 걱정

거리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working group. Case supplied by Professor 

Jorge Martinez, Project Leader and Functional Analyst, Universidad Del Salvador, Buenos Aires, Argentina.

환자의 편지

이 편지는 환자의 관점에서 병원 경험을 보여준다 

저는 25세 Alice입니다. 6일 동안 배가 아팠는데, 1년 전 제 동생도 같은 증상으로 소장암을 진단받고 현재 

매우 힘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누구를 봐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병원을 간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

두 다 바빠 보였고,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저처럼 겁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저를 쳐다본 젊은 숙녀에게 웃으며 소화기내과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

는 엷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죠. 저도 같은 장소로 가

야 해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종합안내소로 가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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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인이라고 여긴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종합안내소에 도착했을 때, 혼잡했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지르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화가 나 있

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학생인 Lucy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

를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병원 중심 입구에서 본 표지판을 따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잡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와 우리는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소화기내과에 도착했습니

다. Lucy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네요. 저기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수업 들으러 가야 해요. 행운을 빌

어요.”

간호사는 저에게 소화기내과로 바로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응

급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실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

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기다려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어야죠.” 간호사가 말

했습니다. (전 일찍 왔었거든요!)

일반의가 드디어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엑스레이와 몇 가지 임상검사를 처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파서 잠에서 깨었을 때보다 더 무서

웠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 저물어갈 때쯤, 의사가 와서 제가 괜찮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몇 마디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종종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해주려고 애쓰고, 왜 우

리가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는지 우리를 케어해줄 친절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우

리 환자들 사이에 분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정

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니까요. 하

지만 저는 당신이 환자들에게 보다 친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자신의 몇 마디, 

몸짓, 환자 상황에 관한 이해에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이 안전하고 위안을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원을 찾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힘이 엄청나게 유용함을 잊지 마세요.

경의를 표하며,

Alice로부터

토의

– 학생들에게 어떻게 환자의 불안을 알 수 있는지 토의하도록 하라.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working group. Case supplied by Professor 

Jorge Martinez, Project Leader and Functional Analyst, Universidad Del Salvador, Buenos Aires,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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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이 사례는 치과에서의 언어적 장벽에 관하여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임상의사와 환자 간의 언어적 장벽

으로 인한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환자가 감정적 고통을 받는다.

18세 남성이 어머니와 함께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갔다. 치과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은 뒤,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매우 많이 썩었다고 진단하고, 환자에게 영어로 그 어금니 치료를 위해서는 근관치료(root-

canal treatmen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는 근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충치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분명히 일반적인 충치 

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의사가 매우 예민한 치수(pulp) 조직에 다다랐을 때, 환자는 통증에 놀라 몸을 

비틀었다.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아프게 치료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치과 진료소를 나와 병원의 치과 행정부서에서 정식으로 불평 접수를 하

였다. 이후, 이 환자가 ‘좋아요’와 ‘고마워요’밖에 영어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자와 환자의 어머니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

통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불평하였다.

질문

– 치과의사가 환자가 영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환자와 환자의 어머니가 말하지 못하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출처: This case study was provid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가정 분만

이 사례는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 중요한 가족 일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여준다.

Marie는 둘째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첫째 아기는 합병증 없이 지역 병원에서 태어났다. 임신 기간 동안, 

산전 케어는 조산사가 해주었다. 모든 추후 진찰 결과 Marie가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있었고, 임신 36주

가 되었을 때 Marie는 조산사와 함께 분만 계획을 논의하였다. Marie는 집에서 분만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조산사는 모든 임신 과정이 정상이고, 첫째 아기도 아무런 합병증 없이 분만하였

으므로, 가정 분만은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Marie가 임신 39주가 되었을 때, 자궁수축이 시작되어 조산사에게 집으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 분만은 빠

르게 진행되었고, 2시간 안에 자궁 경부가 완전히 확장되었다. Marie가 힘을 주기 시작했을 때, 조산사는 아

기의 심장박동이 떨어지는 것을 들었다. 조산사는 Marie에게 왼쪽으로 돌아눕고, 힘을 주지 말라고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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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분 내에 아기 심장 박동 수는 회복되었고, 아기의 머리가 보였다. 1분 후 건강한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 

산모와 아기는 출산 후 몇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았다.

며칠 후, 조산사는 Marie와 그녀의 남편을 방문하였다.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Marie의 남편은 

조산사가 매우 숙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기의 심장박동 수가 떨어졌던 일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

워했다. 그는 가정 분만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질문

– 조산사는 Marie가 가정분만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

– 가족들(예시에서는 남편)은 환자의 선택과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 조산사가 남편의 걱정을 살피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출처: Case supplied by Marianne Nieuwenhuijze, RM MPH, Head, Research Department, Midwifery Science, 

Faculty of Midwifery Education and Studies, Zuyd University, Maastricht,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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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i.org/resources/Pages/Tools/TalkingaboutHarmfulMedicalErrorswithPatients.aspx;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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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하기

•	   Open disclosure education and organisational support package. Open Disclosure Project 2002–2003, 

Australian Council for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http://www.safetyandquality.gov.au/wp-content/

uploads/2012/01/overview.pdf; accessed 1 July 2016).

•	   Open Disclosure. Australian Commission for Safety and Quality, 2 December 2010 (http://www.health.gov.

au/internet/safety/publishing.nsf/Content/PriorityProgram-02; accessed 21 February 2011).

•	   Open disclosure guidelines.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May 2007 (http://

www0.health.nsw.gov.au/policies/pd/2014/pdf/PD2014_028.pdf; accessed 1 July 2016).

지식 사정

환자안전 평가의 세부 지침은 교육자 지침(파트 A)에 있다.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

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장에 적합하다. 학생들

이 환자안전 학습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격려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의 장점은 훈련 프로그

램 말미에 입사 지원서나 미래의 경력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활동의 모음집을 각 학생이 가지게 되는 것

이다. 

환자의 참여와 진실 말하기에 관한 지식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 사례 기반 토의(CBD)

•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SCE)

• 일반적인 의료시스템과 오류의 잠재성에 관한 관찰 보고서

•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환자의 역할, 온정주의의 결과, 진실 말하기 과정에서 상급 보건의료인의 역할, 교

육자로서 환자의 역할에 관한 반성적 진술문(reflective statements)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모두 가능하며, 만족/불만족의 범위로 순위를 매겨 채점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의 몇 

가지 예제도 파트 B, 부록 2에 제공하였다.

평가 팀에 환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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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강의 슬라이드: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8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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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11 소개

지식을 실천에 옮기기:  
감염 관리, 침습적 절차, 약물 안전 향상

주제 9-11은 학생들이 병원, 클리닉, 지역사회 환경과 같은 실습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을 때 가장 잘 가

르칠 수 있다.

이 교육과정 지침의 많은 부분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일 것이다. 학생들이 이 새로운 지식을 실습 환

경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학생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

이다. 학생은 교육과정 지침에 설명된 테크닉과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다음의 감염 관리, 침습적 절차, 약

물 안전 향상의 3가지 주제는 환자안전의 관점과 최신의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에서 개발되었다. 이 주제들

은 학생이 지역사회, 병원, 클리닉, 기타 보건의료 환경에서 일할 때, 안전 개념과 원칙을 적용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단일주제나 여러 주제를 교육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주제, 특히 팀워크,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와 오류에 관한 주제에서 설명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일부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제4: 효과적인 팀원 되기는 주제 9-11을 교육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학습주제이다. 각각의 주제들에 

제시된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팀 구성원이 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확하고 완전한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아는 것에 달려 있

다. 학생은 환자와 가족과 같이 있는 동안 확인, 체크리스트, 브리핑, 디브리핑, 피드백, 적시의 인수인계와 

같은 테크닉에 익숙해져야 한다. 학생이 이러한 테크닉의 타당성을 알아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3가지 주제는 적절하고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것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학생이 가이드

라인의 역할과 의료서비스에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때, 학생은 모든 보건의료 팀원이 동일한 

치료 계획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환자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활용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근거를 활용해 환자 관리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근거 기반의 실무는 실무에서의 

변이를 줄이고, 환자에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근거를 사용한다.

임상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사용이 위해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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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감염 예방과 관리 

이 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Clean Care is Safer Care’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C형 간염: 주사바늘 재사용

이 사례는 얼마나 쉽게 주사기를 무심코 재사용하는지 보여준다.

42세의 Sam은 지역 클리닉에 내시경 시술을 예약하고, 시술 전에 진정제를 맞았다. 몇 분이 지난 후 

간호사는 Sam이 불편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추가적인 진정제 주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같은 주사기를 마개가 열려 있는 진정제 바이알에 꽂았다가 Sam에게 다시 진정제를 주입하였고, 이후 시

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몇 달이 지난 후, Sam은 간 부종, 위통, 피로감, 황달 증상이 나타났

고 C형 간염으로 진단받았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84개의 간질환 사례가 한 지역 클리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

았다. 진정제 바이알이 주사기 역류로 인해 오염되었고, 오염된 바이알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몇 명의 보건의료인은 한 환자에게 같은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이알

에 재사용 주사기를 꽂는 것이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출처:   Sonner S. CDC: syringe reuse linked to hepatitis C outbreak. Reno, NV, The Associated Press, 16 May 2008

서론 – 감염 관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1

감염성 질병은 매우 역동적이며, 때때로 발생과 재발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오늘날 감염 관리의 초점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환

자 보호(특히, 수술 중의 환자)에 주로 초점을 두어 감염 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보건의료 제공자나 지역사

회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보건의료 환경에서 감염의 확산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감염은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재원기간이 길어지게 할 수 있다. 많은 감염 환

자들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 감염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치

료법에 관한 병원균의 내성 때문이다. 의료관련감염(HCAI)은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재원기간의 연장과 높은 수준의 케어에 대한 기대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은 압박을 받고 있다. 우려하는 경향

의 증가로 보건의료 제공자, 관리자, 기관과 정부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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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1)는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HCAIs)이란, 병원에서 획득한 감염으로, 감

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시 증상이 없었고, 잠복기 상태도 아니었으나, 병원 및 다른 보

건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정의한다(2). 이 정의에는 병원 안에서 획득된 감염이지만, 퇴원 후 감염

이 나타난 경우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업과 관련된 감염도 포함한다.

세계 도처의 의료관련감염(HCAI) 발생에 대한 WHO의 통계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들(보건의료

인, 환자, 지역사회 일원)은 손과 장비가 오염될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환자에

게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대학생과 보건의료 학생들은 기구 소독 방법과 장비에 관해 알아야 한

다. 감염 예방은 항상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감염 예방이 환자안전 프로그램의 핵

심 요소이다. 이 장에서는 교차감염(cross-infection)이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살펴보고, 모든 사람이 정기적

으로 실천하여 의료관련감염(HCAI)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과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상자 B.9.1.    의료관련감염: 규모와 비용

•   선진국에서 의료관련감염(HCAI)은 입원 환자 중 5~15%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중 중환자실에 입원

한 사람들의 9~37%에게 영향을 미친다(3). 

•   매년 유럽의 급성환자치료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HCAI)은 500만 건에 이르며, 2,500만 

일의 재원일수 연장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3).

•   영국에서는 10만 건 이상의 의료관련감염(HCAI)에서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매년 5,000건 

이상의 사망이 발생한다(3).

•   미국의 의료관련감염(HCAI)의 발생률은 2002년 4.5%였으며, 10만 명이 의료관련감염(HCAI)으로 

사망하였다(3).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특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개발도상국에서 의료관련감염

(HCAI)의 위험성은 증가한다. 병원의 일부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의료관련감염(HCAI)의 발

생률은 15.5%이었고, 성인 중환자실 내 재원일수 1,000일당 47.9일까지 증가하였다(4).

•   개발도상국에서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수술부위 감염의 누적 발생률

은 외과적 수술 100건당 5.6건이었다(4).

•   유럽의 데이터는 의료관련감염(HCAI)이 매년 130~240억 유로(€)의 경제적 부담에 기여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3).

• 2004년 미국 내 의료관련감염(HCAI)의 연간 경제 비용은 65억 달러에 육박하였다(3).

  키워드

감염 예방과 관리, 손위생, 전파, 교차감염,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HCAI), 항

미생물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 무균술, 표준주의

(standard pre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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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2

보건의료 환경에서 부적절한 감염 예방 및 관리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알고, 학생이 보건의료팀의 개별 구

성원으로서 환자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어떻게 오염과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한다.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감염 예방과 관리는 임상 실무에 미생물학을 적용한 것으로 성공적인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임상 실무와 신중한 항균제 처방의 근거가 되는 미생물학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 요구사항 3  

• 문제의 크기를 이해한다.

• 의료관련감염(HCAI)의 유형과 주요 원인을 이해한다.

• 보건의료 환경에서 감염 전파 방식을 이해한다.

• 의료관련감염(HCAI)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원칙과 방법을 이해한다.

수행 요구사항 4  5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적용한다.

• 필요한 감염 예방 및 관리방법을 준수한다.

• 무균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 B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다.

• 보호복과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사용한다.

•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다.

• 날카로운 도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사용한다.

• 다른 보건의료인의 역할 모델로서 행동한다.

• 지역사회 일원에게 감염 예방법에 관해 교육한다.

• 의료관련감염(HCAI)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사용을 권장한다.

•   의료관련감염(HCAI)으로 인해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감정적 부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

• 환자, 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의료관련감염(HCAI)에 관해 민감하고 명료하게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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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크기 6  

위급성(The urgency)

의료관련감염(HCAI)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서 그 영향력은 가족, 사회, 보건

의료시스템에 미칠 수 있다. 감염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과 인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감염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감염은 다른 유형의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지난 20년 동안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의료관련감염률이 증가한 것은 현대 의료의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받아 왔다. 오늘날, 

항생제는 종종 효과가 없고, 70%를 넘는 박테리아 감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중 최소 한 개 이상에 

내성을 보인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과 같은 병원에서 발견되

는 다양한 항미생물제 내성균은 치료하기 어렵다. 감염 환자는 더 오래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독성이 있거나 

비싸면서 효과는 떨어지는 약물로 치료받게 된다. 치료 시작 시기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치료방법의 선택으로 

인해 일부 감염 환자는 회복되지 못하거나 장기 합병증으로 이환된다. 감염 문제의 전반적인 부담이 모두 밝

혀지지는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담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제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t TB)은 결핵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왔던 표준 치료제가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관련감염(HCAI)은 일차 의료와 지역사회 환경에서 문

제가 된다.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오염을 막고 장비나 환경의 미생물을 제거

하고 교차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방법이 있으며, 의료관련감염(HCAI)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의료 중재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감염을 관리하

는 것이 도전과제가 되었다.

보건의료인은 모든 보건의료 환경에서 각종 병원균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도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병동, 클리닉, 가정을 방문할 때 감염을 전파

시킬 수 있다. 항미생물제 내성균은 주로 급성기 치료 환경에서 발견되지만, 환경을 구별하지 않고 환자가 케

어받는 어떤 보건의료 환경에서든지 발병하고 전파될 수 있다. 

약 200년 전에 손위생과 질병의 확산이 관련 있다는 것이 정립되었다. 의료관련감염(HCAI) 감소에 손위생

이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의료관련감염(HCAI) 환자를 치료하고 케어하는 것과 관련된 소모비용이 매우 크다. 모든 국가에 상당한 보

건의료 예산이 더 투입되게 할 뿐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2004년 미국의 의

료관련감염(HCAI)으로 발생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약 65억 달러였다 (5).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Catheter-

related bloodstream, CR-BSI), 수술부위 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사건당 5,5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에 의한 카테터 혈류감염(CR-BSI)은 사건당 3만 

8,000달러의 비용이 든다(6). 많은 연구에서 1 파운드를 알코올성 손 소독제에 사용하면 Teicoplanin 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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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출하는 9~2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7). 이러한 소모비용은 국가들의 총 보건의료 예산의 매

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4).

전 세계적 대응 7

WHO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련감염률(HCAI)을 해결하기 위해 ‘SAVE LIVES: Clean 

Your Hands’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모든 유형의 보건의료기관에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1)’의 권고를 적용하여 손위생을 개선하는 것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WHO는 다양

한 권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몇 가지 다른 자료도 개발하였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항미생물제 내성균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항

미생물제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감염 예방, 진단 및 치료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감염의 전파를 막음으로써 보

건의료 환경에서의 항미생물제 내성균의 진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성인 입원환자, 투석환자, 외

과수술 환자, 소아 입원환자, 장기요양 환자와 같은 특정 그룹을 치료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8).

보건의료향상연구원(Institute of Healthcare Improvement, IHI)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5 Million Lives’ 캠페인(9)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중재 전략을 사용하였다.

1. 손위생

2. 치료 환경과 장비의 오염 제거

3. 문화에 대한 적극적 감시

4. 감염 환자에 대한 접촉주의

5. 중심정맥관 및 인공호흡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프로토콜 준수

2011년 6월, 124개국이 의료관련감염(HCAI) 문제 해결을 위한 WHO의 성명 발표에 동의하였다(10). 43개의 

국가 단위 또는 하위 국가 단위로 시행한 손위생 캠페인은 의료관련감염(HCAI) 예방 대책을 국가와 병원 수

준의 캠페인에 포함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도록 하였다(11). 

주의(precautions)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

기 위해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나 ‘혈액과 체액에 대한 보편적 주의(universal blood and body 

fluid precautions)’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주의(precautions)는 응급 처치나 치료가 행해지는 동안에 발생하

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B형 간염 바이러스(HBV)와 그 외 다른 혈행성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도

록 고안되었다. 보편적 주의에서는 모든 환자의 혈액과 특정 체액을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B형 간염 

바이러스(HBV)와 그 외 다른 혈행성 질병을 일으키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본다(12). 주의(precautions)는 장갑, 

마스크, 가운, 보안경 같은 개인용 보호구를 예상되는 위험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손위생, 환자와 의

료기관 종사자 모두 주사침 찔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전파 경로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을 포함

하여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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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의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는 감염원이 명확하게 존재하거나 의심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보건의료 

환경에서 일반적인 환자 케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표준주의는 감염 예방을 위한 일차 전

략으로 여겨진다. 표준주의는 땀을 제외한 감염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관

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손위생, 예상되는 노출에 맞춰 장갑, 가운, 마스크, 보안경, 보안면(face 

shield)의 사용, 안전한 주사 사용을 포함한다. 감염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성 체액에 의해 오염되기 

쉬운 장비나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도 표준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전파 경로별 주의

전파 경로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는 환자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에 입원할 당시에는 감염원에 관해 알기 어려우므로 임상적인 증상과 유사 원인인자에 따라 전파 경로별 주

의를 적용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반영하여 적용한다. 전파 경로별 주의는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s)로 나뉜다. 3가지 전파 경로별 주의에 

관한 내용은 이 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의료관련감염(HCAI) – 감염 원인과 전파 경로 8

의료관련감염(HCAI)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기원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 감염원

의 인적 출처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방문객을 포함한다. 특정한 미생물이 대량 서식하는 활동성 감염 상

태, 또는 잠복기의 증상 없는 감염 상태의 개인들이 의료관련감염(HCAI)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염원

의 환경적 출처는 오염된 음식물과 물, 약물(예, IV 수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소수의 개인만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돌발적인 대발생을 초래한다.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성 미생물은 증식해 집락을 형성하거나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 감염원에서 감수성 숙

주의 유입부로 이동한다. 

보건의료 환경에서 미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염될 수 있다. 아래에 일부 예시를 제시하였다.

직접 접촉을 통한 전파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는 것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세포막에 

접촉하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입할 때(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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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전파

감염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체온계 같은 기구나 오염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장비, 의료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보건의료환경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가장 흔한 방식일 것이다.

비말 전파

감염성 병원균을 옮기는 호흡기 비말은 감염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생성될 수 있으며, 

가래 흡인이나 기관 내 삽관과 같은 시술을 시행할 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비말은 감염 환자의 

기도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수용자)의 감수성을 가진 점막 표면으로 이동한다.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공기 전파

감염성 질환의 공기전파는 공기 비말 핵(건조된 비활동성 비말로부터 발생한 미립자)이 분해되거나, 감

염원을 포함한 흡입할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입자를 통해 발생한다(예, Aspergillus spp. 또는 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포자). 이러한 감염원은 공기 흐름에 의해 먼 거리까지 확산되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

은 사람들도 감염원을 흡입할 수 있다.

피부를 통한 노출 

피부를 통한 감염 노출은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를 통해 발생한다.

의료관련감염(HCAI)에 특별히 취약한 환자 인구집단

심각한 기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유치 도뇨관이나 기도내관 같은 기구를 삽입한 

환자들은 집락형성(colonization)과 감염에 특별히 취약하다.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수술부위 감염, 혈관 내 장치와 관련된 혈행성 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이러한 

4가지 유형의 감염은 모든 의료관련감염(HCAI)의 약 80%를 차지한다.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은 의료관련감

염(HCAI)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자주 발생한다(13). 수술부위 감염은 20%로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며, 혈

관 내 장치로 인한 혈행성 감염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각각 의료관련감염(HCAI) 발생의 11%를 차지한다. 

9  10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환자들이 조기 퇴원하면, 감염 발생수치를 낮

출 수 있다는 연구 근거들이 있다. 의료관련감염(HCAI) 환자 중 거의 25%가 중환자실 환자이며, 이 환자들

의 70% 이상에서 1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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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HCAI) 예방 – 학생 교육과정의 우선순위 5가지 

학생 교육과정 중 학생들은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많은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매 상황

을 접할 때마다 그들 자신을 포함해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

근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

다. 정확한 손위생 기술 사용, 장갑과 가운 같은 개인용 보호구의 적절한 사용, 권고된 소독 절차를 거친 기

구와 장비 확인, 무균술 사용 및 안전 폐기물 관리, 특히 날카로운 도구의 폐기 주의를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권고안을 준수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우선순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환경 청결  11

병원 내 환경 청결은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보건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깨끗해야 한다. 환

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세정제와 살균제의 

선택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각 기관은 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흘린 

것과 토사물, 소변 등으로 인해 오염된 것을 치우는 절차에 스스로 익숙해져야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살균제

와 자신이 적용한 것에 관해 약사나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와 의견을 구해야 한다.

장비, 장치, 기구의 소독과 멸균

장비, 장치, 기구를 적절하게 소독하고 멸균해야 하며, 다음의 권고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학생들은 이 절

차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하며, 환자 케어에 사용되는 물품이 권고를 준수해 소독되고 멸균되었는지 확

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일회용’ 라벨이 있는 의료 기구

'일회용(for single use)' 라벨이 있는 의료 기구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조사에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일회용' 주사기는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의 

현장 자료에 의하면 주사기/주사바늘 재사용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14).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시술에서 주사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학생들은 주사기를 1회만 사용하는 것

이 환자 케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멸균된 '일회용' 주사 기구는 멸균 처리된 피하주사기, 멸균 처리된 피하주사 바늘, 예방 접종을 위한 안전 

필터(auto-disable) 주사기, 재사용 예방 기능이 있는 주사기, 주사 바늘 예방 기능이 있는 주사기(예, 안전 

바늘)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WHO에서 홍보하는 주사기 1회 사용에 대한 규제와 권고에 익숙해져야 한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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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위생  12  

보건의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위생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 손위생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관련감염(HCAI) 예방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재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 그 가족

에게 손위생의 중요성에 관해 조언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병원 직원의 손위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야 한다. 병원 직원과 학생은 환자나 그 가족이 손위생에 관해 묻거나 확인할 때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학생이 손위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학생은 다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손위생을 행하는 근거

• WHO 권고에 따른 손위생 지시사항

• 다양한 상황에서의 손위생 방법

• 손위생 기술

• 손을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 손위생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방법

기관은 알코올성 손 소독제를 침대 근처에 배치해야 한다. 알코올성 손 소독제는 빠르게 병원균을 죽이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 그러나 손이 눈에 띄게 오염되었을 경우, 손 소독제로 손문지르기(hand rubbing)가 비

누와 물로 손씻기(hand washing)를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손씻기를 위한 기반 시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왜 손위생을 준수해야 하는가?

많은 연구에서 의료관련감염(HCAI)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정상적인 손상 없는 손의 피부에서 분리될 수 있

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미생물은 표피 상피세포 아래 장기간 거주하는 상재균총(resident flora)으로서 존

재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피부 표면에 일시적 균총(transient flora)으로 존재한다(예,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나 오염된 환경 표면과의 접촉으로 인해 획득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러한 미생물은 의료

기관 종사자의 손에서 쉽게 환자나 환경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적절한 손위생을 생활화하면 손에서 이런 미생

물을 제거할 수 있다. 손위생이 병원균의 전파 사슬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의료관련감염(HCAI) 발생과 집락이 

형성되는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언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가?

손위생은 집락형성을 막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손위생은 미생물이 한 피부나 움직이지 않는 표면으로부터 다른 표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매 순간 수행되어야 한다. 

손위생이 행해져야 하는 시점을 쉽게 알기 위해 WHO는 다음과 같이 ‘My 5 Moments for Hand Hygiene 

모델(16)’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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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접촉 전

2. 청결/무균적 시술 시행 전

3. 체액 노출 위험성이 있는 행위 후

4. 환자 접촉 후

5. 환자 주변환경과 접촉 후

손문지르기인가, 손씻기인가?

알코올성 손 소독제로 손문지르기(hand rubbing)는 임상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는 비

누보다 알코올이 미생물을 빠르게 비활성화시키고, 그 효과도 오래가며, 수행 시간도 적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반복적 사용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손문지르기가 행해진다면, 손이 건조해지거나 갈

라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비누와 물로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 것보다 적다. 손 소독제 사용의 또 다른 이점

은 깨끗한 물, 비누, 수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상관없이 케어의 매 순간마다 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씻기가 권장되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보건의료에서 손위생을 위한 WHO 가이드라인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2)’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임상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팔목과 손의 장신구를 제거하고, 방수 드레싱으로 상처 부위를 덮는다. 손톱을 짧게 정리해야 하고, 인

조 손톱을 붙이면 안 된다.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은 눈에 띄는 오염물이 묻었거나 혈액, 체액에 의해 오염된 경우, 화장실에 다녀

온 경우에 수행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포자를 형성하는 병원균(예, Clostridium difficile)에 노출된 것이 강하

게 의심되거나 밝혀진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알코올성 손 소독제로 손을 문지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손이 더러워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손을 소독

하기 위해 선호되는 방법이다. 알코올성 손소독제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모든 사람들은 최상의 실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임무를 해야 한다. 학생들은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를 참고하도록 격려받아야 하며, 특히 이 가이드라인의 152~154쪽에 나오는 

합의된 권고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그들의 일상적인 실무에서 수행하며, 다른 사

람들도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손위생 기술

권장된 기술을 지키는 것은 손씻기의 효과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비누와 알코올성 소독제를 같이 사용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손문지르기(Hand rubbing)

알코올성 손 소독제를 손바닥 가득 담아 손의 전체 표면을 덮는다. 마를 때까지 손을 문지른다. 손문지

르기 기술에 대한 WHO 출간책자 ‘Hand hygiene: why, how and when’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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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Hand washing)

물에 젖은 손에 손 전체 표면을 덮을 만큼 비누를 바른다. 손을 물로 헹구고 일회용 타월로 물기가 마르

게 닦는다. 뜨거운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부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

는 것은 피한다. 수도꼭지를 잠글 때 타월을 사용한다. 손씻기 기술에 대한 WHO의 출간책자 ‘Hand 

hygiene: why, how and when’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17).

젖은 손은 미생물을 손쉽게 획득하고 확산시키므로 손을 제대로 말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타월이 여러 

번 사용되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했던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 손을 말리거나 수도꼭지를 잠그는 동안 손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액, 고체 비누, 종이 비누, 가루 비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고체 비누

를 사용할 때 물 빠짐이 좋은 받침에 비누를 담아서 비누가 건조되도록 해야 한다.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건조해서 손이 갈라지거나 거칠어지면 박테리아가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개방된 관문으로 작용한다. 손위

생과 관련해 가렵고 건조한 것은 습윤제를 포함한 제품을 선택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손 피부염에 대한 피부 

보습제의 사용과 필요성은 의료 환경과 나라,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젖은 손에 장갑을 착용하거나 알코올성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특정 행동은 가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18).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13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은 가운, 장갑, 앞치마, 보안경, 신발 덮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한다. 환자와 보건의료

인 사이에 미생물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정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학생들의 유니폼은 개인 위생

에 초점을 두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장갑

장갑은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에서 중요한 요소로 임상 실무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다. 장갑의 종

류는 수술 장갑, 일회용 검진 장갑, 유틸리티 장갑(utility gloves), 내구성 있는 가정용 장갑(heavy-duty 

household gloves)이 있다. 

장갑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손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약화되므로 장갑을 정확하게 착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 업무와 업무 사이, 환자와 환자 사이에 장갑을 교환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된다(장갑 사용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은 표 B.9.1에 제시되었다).

임상 환경에서 장갑 착용을 위한 2가지 주요 지시사항이 있다. 이 지시사항은 손이 유기물이나 미생물에 오

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갑을 착용한다고 손위생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갑은 때때로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샐 수도 

있다. 장갑이 오래된 경우, 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장갑이 찢어지면 학생은 그 장갑을 버

리고 손위생을 시행한 후 새로운 장갑을 착용해야만 한다. 사용한 장갑을 매 업무가 끝난 후 적절한 장소에 

버려야 하며, 그 뒤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는 장갑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손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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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장갑 표면의 미생물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장갑 착용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침습적 시술과 무균 

조건이 요구되는 접촉, 상처 난 피부나 점막을 접촉할 때, (땀을 제외한)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노

출될 위험성이 있는 활동, 날카로운 도구나 오염된 도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장갑은 

일회용으로 한 번만 사용해야 하며, 케어 행위 전에 바로 착용하고 케어 행위가 끝난 뒤에는 바로 제거해야 

하며, 환자나 케어의 매 상황마다 바꿔 착용해야 한다. 장갑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며, 장갑을 벗은 

뒤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상황에서도 장갑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병원

균에 감염된 환자를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감염에 관한 기존의 권고사항과 상황의 변화

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권고사항에 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장갑이 사용 가능하다. 멸균 장갑(Sterile gloves)은 침습적 시술과 무균 조건이 요구되는 작

업을 할 때 사용한다. 대부분의 다른 시술에서는 검진용 장갑(examination gloves)을 사용하는 걸로도 충분

하다. 유틸리티 장갑(utility gloves)이나 내구성 있는 장갑(heavy-duty gloves)은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거나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 또는 특정한 오염 물품을 다룰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표 B.9.1.    장갑 사용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 

멸균 장갑 

(sterile gloves)

수술 처치, 자연 분만, 침습적 방사선 시술, 혈관 통로 및 절차(중심정맥관), 총 비경구 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 항암요법

청결 장갑 

(clean gloves)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접촉이 가능한 상황과 체액에 의해 오염된 물품

직접 환자 노출: 혈액 접촉, 점막 접촉, 상처 난 피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위험 유기체의 존재 가능성, 

유행성 상황이나 응급 상황, 정맥 주사 삽입과 제거, 혈액 채취, 정맥라인 분리, 골반 및 질 검진, 기관 

내 튜브의 개방된 시스템 흡인

간접 환자 노출: 구토물이 담긴 곡반 비우기, 기구 사용 및 세척, 폐기물 처리, 흘린 체액 청소 

장갑 미사용

(접촉주의는 제외)

직접 환자 노출: 혈압, 체온, 맥박 측정, 경피 주사, 근육 주사, 환자 목욕 및 드레싱, 환자 이동, (분비

물 없는) 눈과 귀 케어, 혈액이 새지 않는 정맥 라인의 조작

간접 환자 노출: 전화 사용, 환자 차트 기록, 경구용 약물 투여, 환자 식판 배분이나 수거, 환자 침대 

린넨 제거 및 교체, 비침습적 호흡 장치와 산소 캐뉼라 설치, 환자의 가구 이동, 혈액이나 체액 노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오염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갑은 표준주의와 접촉주의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손위생은 장갑 사용의 지시사항과 상관없

이 적절한 때에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 Glove use information leafle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20).

WHO의 장갑 사용 정보 소책자(Glove use information leaflet)에서는 다음의 상황에서 장갑 사용을 권장

한다(19).

• 장갑 사용이 손문지르기나 손씻기와 같은 손위생의 필요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   혈액이나 다른 잠재적 감염 물질, 점막, 또는 상처 난 피부에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예상될 때 장갑을 착

용한다.

• 환자 케어 후에는 장갑을 제거한다. 1명 이상의 환자 케어에 같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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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착용하고 환자를 케어할 때 같은 환자나 환경 내의 오염된 신체 부위에서 다른 부위(손상된 피부, 

점막이나 의료 장치를 포함)로 이동하게 된다면 장갑을 교환하거나 버린다.

• 장갑의 재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장갑을 재사용하는 경우, 가장 안전하게 재가공하여 사용한다. 

가운과 안면 마스크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별 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노출된 신체와는 다르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가운은 혈액, 체액, 다른 잠재적 감염 물질로 인해 옷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한다. 가운의 유형과 필요 여부

는 환자와의 상호 작용의 성격과 혈액 및 체액의 침투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임상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측면에 대해 업무 환경에 구비된 지침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현장의 지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   환자, 물품이나 장비에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옷이 오염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회용 비닐 앞치마를 착

용한다.

• 케어와 시술 절차가 끝나면 비닐 앞치마를 버린다. 일회용이 아닌 보호복은 세탁실로 보낸다.

•   (땀을 제외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사방으로 튈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전신 방수 가운을 입는

다(예, 상해, 수술실, 산부인과). 이 상황에서는 신발 덮개도 착용해야 한다.

• 안면 마스크와 보안경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얼굴과 눈에 튈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한다.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

호흡기 감염의 증상을 가진 사람은 원인과 상관없이 다음의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거나 시행

하도록 배워야 한다.

•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린다.

• 호흡기 분비물을 티슈를 이용해 닦는다.

• 티슈를 사용한 뒤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사용할 만한 휴지가 없다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보다는 안쪽 팔꿈치 안에서 한다.

• 호흡기 분비물이나 그에 감염된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날카로운 도구의 안전한 사용과 폐기 14

학생들은 보건의료인들에서 주사침 찔림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사침 찔림 사고(needle-stick 

injuries)는 낙상사고만큼 만연해 있으며, 보건의료인을 위험한 상태에 노출시킨다. 다음의 실무를 적용해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지속적으로 혈행성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다. 

•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 사용 후 뚜껑을 다시 닫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않는다.

• 각각의 바늘을 사용한 직후 그 자리에서 바늘통에 버린다(환자 케어 시 바늘통을 직접 가지고 간다).

• 바늘통이 가득 차면 더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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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바늘통을 둔다.

• 지역사회 약사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상자 안에 있는 바늘통에 바늘을 모아야 한다.

• 일선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시 현장 지침에 따라 항상 보고한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사용한 도구를 버리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 방

법은 아래의 표준주의 체크리스트에도 제시하였다.

결핵(Tuberculosis)

결핵은 의료기관 안에서 확산될 수 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말하거나 침을 뱉을 때 결핵균(TB bacilli)

이 공기 중으로 나오고, 이를 사람들이 흡입하면서 확산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면역 체계가 병원균이 휴

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전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질병이 활성화

되어 전염성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은 항상 표준주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준주의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설

명하였다. 결핵이 국가의 주요 문제인 경우, 국가의 결핵 유병률과 결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WHO의 웹 사이트에서 결핵 유병률과 결핵으로 인한 충격적인 영향

과 고통을 설명하는 수많은 보고서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멸균 절차의 사용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멸균된 조직, 혈관 시스템, 혈류를 통해 들어가는 재사용 가능한 의료 기구나 

환자 케어 장비는 반드시 사용 전에 멸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고내성 박테리아 내포자(endospores)를 포함한 모

든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학생들은 환자에게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구 멸

균 방법과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한다(21).

예방적 항생제

학생들은 수술이나 치과적 시술 후에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적절한 항생제를 사

용하는 것은 수술이나 치과수술 후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생제를 정확하게 처방받지 못

하면 환자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 항생제를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시간에 주거나, 너무 자주 주는 경우, 또

는 충분히 처방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정확하거나 장기적으로 예방적 항

생제를 투약하면 항생제 내성 병원균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문제가 생기게 된다.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5

학생들은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환자들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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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위생을 포함한 표준주의를 준수한다.

• B형 간염 백신을 맞는다.

•   날카로운 것에 상해를 입거나 혈액, 체액에 노출되거나 잠재적 병원균에 노출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다.

• 자신이 아플 때 환자들을 감염시키거나 근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지침을 지킨다.

•   임상 실무와 환자안전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주의지침을 사용하도록 권

장한다.

• 다양한 도구 멸균방법과 테크놀로지 사용에 능숙해진다.

손위생을 포함한 표준주의 실행

학생들이 표준주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손위

생을 수행하기 위해 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처치를 찾아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손위생(손씻기, 

알코올성 손 소독제 사용)은 피부염, 습진과 같은 특정 피부상태가 되면 수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부상태

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모두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 문제는 장갑을 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

며 피부 질환을 가진 학생들은 반드시 산업보건 관리 부서에서 케어를 받고 완치될 때까지는 환자와 접촉하

지 않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환자 접촉 전의 손위생

유해한 미생물이 손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은 오염된 표면이나 다

른 환자들 및 동료들과 접촉하여 미생물을 획득할 수 있다.

청결 및 무균 시술 시행 전의 손위생

학생들이 청결 및 무균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손위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환자의 상주균을 포함하여 

유해한 미생물이 환자의 인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학생들은 구강 치료, 점안액 투여, 분비물 

흡입과 같은 처치 시, 점막 접촉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상처 난 피부에 접촉하는 행위(

상처 치료, 드레싱, 주사)는 감염 전파의 기회가 된다.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혈관이나 배액 통로를 개방하는 장

치와 접촉할 때는 조심스럽게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유해 미생물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투약, 드레싱을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에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거나 장치, 임상 샘플을 접촉해야 하는 상

황에 마주칠 것이다. 관련된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케어를 수행하도록 도와줄 것이다(예, 

체액 샘플을 채취하거나 조작하는 것, 배액 시스템을 개방하는 것, 기관 내 튜브의 삽입 및 제거, 흡인).

체액 노출 위험성이 있는 행위 후 손위생

학생들은 체액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후에 장갑을 벗은 뒤 즉시 손을 씻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감염될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중요하며,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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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장갑을 착용해도 감염 전파가 발생한 사례들도 알려져 있다.

가끔은 학생들이 환자의 소변, 배변, 토사물을 치워야 할 때도 있다. 학생들은 폐기물(밴드, 생리대, 요

실금 패드)을 다루거나 오염된 물품(기구)이나 공간(실험실)을 치우는 법을 알게 될 수도 있다. 폐기물을 

처리 방법의 중요성과 더불어, 폐기물 처리 후 즉시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환자 접촉 후 손위생

모든 학생들은 환자와 접촉한 후에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활동에는 위에

서 언급한 것에 추가하여 환자의 이동과 목욕을 돕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측정

하고 폐음 청진, 복부 촉진과 같은 임상 검진도 감염성 미생물의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환자 주변환경과 접촉 후 손위생

미생물은 무생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

더라도 환자의 근접 환경의 가구나 물건에 접촉한 후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른 직원을 

돕고, 침대보를 교환하고, 수액의 속도를 조절하고, 알람을 모니터링하고, 침대 난간을 고정하거나 침대가

의 물건을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위생을 수행하지 않으면 환자와 학생이 감염될 수 있고, 환경 도처에 미생물이 확산될 것이다.

개인적 보호 방법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개인 보호 절차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 체액, 상처 난 피부, 점막과 접촉할 때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   혈액이나 체액이 사방으로 튈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안면 마스크, 보안경, 신발 덮개,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 개인용 보호구와 물품이 부족하면 물품 담당자에게 알린다.

• 안전하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며 존경받는 상급자의 실무를 모델로 한다.

• 개인용 보호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자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주목한다.

• 절개 상처, 찰과상 부위를 덮는다.

• 권고사항에 따라 혈액, 체액 흘린 것을 항상 치운다.

• 보건의료 실무 환경에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안다.

B형간염 백신 접종하기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혈행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감염의 위험성은 

환자 집단의 질병 이환율과 노출 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들은 기관, 클리닉, 지역사회에서 환자들과 접촉

을 시작하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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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 방법

학생들이 혈행성 병원균에 불가피하게 노출되거나 감염된 경우, 실무 환경에서의 담당직원과 관리자에게 즉

시 보고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학생들은 설사, 구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설사와 구토 발생은 병원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며,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일하는 직원에게 영향을 주어 지속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증상이 있는 경우, 

자신의 증상으로 인해 취약한 환자들이나 다른 직원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병원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의 준수

학생들은 기구와 장치가 적절하게 살균되고 소독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특정 시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예, 유치 도뇨관 삽입).

감염 관리에 동참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 16

학생들은 스스로 정확한 손위생 기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손위생 영

역에서 역할 모델과 리더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허황된 안전감에서 벗어나도록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예방관리 담당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과 보낼 수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손위생의 중요성에 

관해 교육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환자의 친지들이나 방문객 같은 지역사회 일원에게도 적절한 손위생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건의료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방법

학생들은 감염 예방과 관리에 관한 기관 가이드라인, 또는 전문직 가이드라인을 보건의료인이 준수하지 않

는 환경에서 실습하게 될 수 있다. 심지어 학생들은 상급자가 손을 씻지 않는 상황이나 멸균 환경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문화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도전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관 내 감

염관리팀이나 감염 관리 담당직원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세심한 방식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직원이 손위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게 될 수도 있다.

학생과 병원 직원의 관계, 보건의료 환경의 문화, 주변 사회의 문화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된다. 손씻기를 누락하게 된 이유들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너무 

바빠서 무심코 손 씻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의견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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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직원이 정확한 감염 관리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관찰하게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감염 예방과 관리 문제를 토의 안건에 넣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학생들

은 부서장에게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직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요약 17

의료관련감염(HC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일하고 있는 임상 환경에서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안다.

• 감염 전파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데 책임 의식을 가진다.

• 표준주의, 전파 경로별 주의를 적용한다.

• 물품 공급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면 직원에게 알린다.

• 환자와 가족, 방문객에게 손위생과 감염 전파에 관해 교육한다.

물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담당직원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 예산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어려울 수 있

다. 일부 병원들은 병원에서 실습할 때 학생들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은 그들의 감독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교육 전략 및 방법

이 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감염 예방 및 관리 기법을 시뮬레

이션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활동 

감염 예방과 관리의 교육적 요소를 강조하는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에 등록한 학생들은 손을 씻은 뒤 손에 파란색의 특수한 젤을 바르고 나서, 자외선 밑에 

둔다. 이 자외선은 학생들이 미처 씻지 못한 손의 부위를 확인하게 해 준다. 학생들은 그들이 씻지 못한 부위

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놀란다.

감염 예방과 관리의 교육적 요소를 강조하는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장 기술(techniques of assertiveness)을 사용할 수 있다. 

•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보건의료인이 손위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학생와 환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학생이 손위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학생과 관리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관리자가 손위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감염 프로토콜 위반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적 접근법과 시스템적 접근법을 사용해 역할극을 해볼 

수 있다. 프로토콜은 [주제 3]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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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인/전달 중심의 강의

전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WHO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라. 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

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 은행(case study bank)의 한 사례 연구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

생들이 사례 연구에 제시된 몇 가지 이슈를 확인하게 하라. 

패널 토의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 존경받는 보건의료인 패널을 초대한다. 학생

들은 감염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질문 목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문제 중심 학습(PBL)

이 장의 일부 측면은 문제 중심 학습 접근법에 적합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술부위 감염 환자 

사례를 문제 제시의 계기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그룹 토의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3명의 학생들에게 감염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토의를 이끌도록 요

청한다. 다른 학생들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다른 것보다 손위생을 강조하는 이유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본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현지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 환경에 관해 정보를 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교육 활동

이 장은 학생들이 특정 실무 환경에 배정 받은 시기 동안 통합된 활동을 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러한 활동은 실무 환경을 접하는 첫 해에 시작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치과나 보건의료 경험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환자를 방문할 수 있다. 그들은 환자와 감염이 

환자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미팅은 환자가 어떻게 감염되었고 

왜 감염되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   학생들은 감염 예방 및 관리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두가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보장

하는 팀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관해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의료관련감염(HCAI) 환자를 팀이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수술 전의 과정 동안 환자를 따라 다닐 수 있으며,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관찰

할 수 있다.

-   학생들은 특정 절차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비평할 수 있다(예, 프로토콜

에 대한 팀의 지식 및 준수 여부 관찰). 

- 약대학생은 임상 약국 실무 강의의 일부로 환자를 만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 후에 학생들은 2명이나 소그룹으로 모여 강사나 지도자와 함께 학생들이 관찰한 것과 배웠

던 특성 및 기법의 존재 여부, 사용하고 있던 기법의 효과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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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혈액에 젖은 혈압 커프

이 사례는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또한, 사람들이 질병 전파의 가능성

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Jack(28세)과 Sarah(24세)는 시멘트 기둥에 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Jack은 심한 상해를 입었

고, Sarah는 차의 유리 파편에 의해 상체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다. 외상진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Jack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Jack의 혈압을 측정하고 난 뒤, 짜낼 수 없을 정도로 혈압 커프에 혈액이 

완전히 흡수되었다. Jack은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하였다. Sarah도 Jack이 치료 받은 외상진료센터로 실려 

왔다. Jack의 혈압을 쟀던 피 묻은 혈압 커프로 Sarah의 혈압을 측정했다. 한 간호사가 피에 젖은 혈압 커프

로 2명의 환자의 혈압을 측정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다른 직원들은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주

가 지난 뒤 법의학자는 서신을 통해 Jack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B형 간염 바이러스(HBV) 양성 

환자이며, 자살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알려 왔다.

토의 

-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 토의하고, 혈액이 묻은 혈압 커프의 재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생각

해 본다.

출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Web M&M: mortality and morbidity rounds on the 

web(https://psnet.ahrq.gov/webmm/case/12/bloody-bp-cuff; accessed 1 July 2016).

아동의 정맥주사 삽입 부위를 확인하지 않음

이 사례는 의료관련감염(HCAI)이 환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

금요일 저녁, 한 남자가 두 살짜리 딸 Chloe를 지역병원 응급실에 데려왔다. Chloe는 최근에 ‘기침 감기

(chesty cold)’로 인해 외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Chloe를 입원하

도록 하였다. Chloe의 왼쪽 발등에 정맥 캐뉼라(IV cannula)를 삽입하고 고정테이프를 붙였다. Chloe는 주말 

동안 간호직원, 일반의, 내과 방문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으로 입원하였다. 

유아의 피부손상이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8시간이 지난 일요일 저녁까지 정맥 캐뉼라(IV cannula) 삽입 부위를 점검하지 않았다. 왼쪽 발꿈치 쪽

에 피부 괴사가 생겼고, 이후 왼쪽 발등에는 궤양이 생겼다. Chloe는 퇴원 후에 외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어린이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Chloe는 힘든 경험으로 인해 행동문제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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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 정맥 캐뉼라(IV cannula) 삽입 부위 감염에 대해 토의하고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지 토의하라.

출처: Case studies–investigations.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9-200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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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사정

학생들의 감염 관리에 대한 지식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 사례 기반 토의(CBD)

•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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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관찰 보고서

• 선다형 문항, 논술형, 단답형 문항(short best answer)

• 다음의 사항 관찰

 – WHO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손위생을 수행함

 – 일회용 검진을 위한 장갑을 착용함

 – (수술 절차의) 무균술을 위한 장갑을 착용함

학생들에게 다음의 주제에 대해 반성적 진술문(reflective statements)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이 직원의 감염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 방식

• 근무 현장의 위계가 감염 예방과 관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위반을 보고하는 시스템

•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는 환자의 역할

• 감염 예방과 관리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형성평가와 총괄형가 모두 가능하며 만족/불만족의 범위로 순위를 매겨 채점할 수 있다. 파트 B, 부록 2의 

양식을 참고하라.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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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강의 슬라이드: 감염 예방과 관리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9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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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반대편 무릎에 시행한 관절경 검사(Arthroscopy)

Brian은 운동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서, 정형외과의사에게 의뢰되었다. 정형외과의사는 당일 수술로 

마취 하에 시행할 왼쪽 무릎 검사를 위한 동의서를 받았다. 수술 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2명의 간호사

가 왼쪽 무릎에만 해당되는 선택적 검사 동의서에서 Brian의 서명을 확인했다. 

외과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Brian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느 쪽 무릎을 수술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Brian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마취를 받았다. 마취 간호사는 Brian의 오른쪽 다

리에 지혈대가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 다리에 지혈대를 적용하였다. 그 마취 간호사와 다른 동료

들은 혈액순환을 제한하기 위해 붕대를 감았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 수술 리스트에 적

힌 수술 예정 부위를 확인했다. 담당 간호사는 정형외과의사가 환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사에게 수술할 다리는 왼쪽이라고 말하였다. 의사는 담당 간호사와 소독 간호사가 서

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들었고, 오른쪽 무릎(잘못된 부위)을 수술하였다.

출처:   Case studies–professional standards committee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9-2000:64.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서론 –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1

전 세계에서 매년 2억 3,000만 건 이상의 주요 수술이 시행된다(1). 이 중 0.4~0.8%에서 외과적 절차의 직

접적인 결과로 환자사망이 발생하며, 3~16%는 외과적 절차 후 합병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매년 전 세계

적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600만 명이 장애를 갖는 것과 동일하다(2-5). 이는 외과의사나 시술자 또는 보건

의료인력이 부주의하거나 무능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차와 관련된 많은 단계의 과정에 잘못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수술부위 감염 문제는 의료관련감염(HCAI)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은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원칙이 침습적 절차와 연관된 위해사건을 최소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할 것이다. 보건의료팀이 안전한 수술 케어를 제공하도록 돕는 많은 검

증된 도구들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WHO의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가 그 예이다(6). 간호대학생과 

의대학생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학생들은 교육과정 중에 수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를 적용할 기

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보건의료인들이 다른 보건의료인과 서로 의사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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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관찰하고, 정확한 치료를 정확한 환자에게 제공하고, 시술 및 수술을 정확한 신체부위에 시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수술과 시술부위 감염, 수술/시술 오류, 가이드라인, 의사소통 실패, 확인 과정, 팀워크

학습목표 2

수술과 침습적 절차와 관련된 위해사건의 주요 원인을 이해하고, 가이드라인, 확인 과정, 팀워크가 어떻게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이해한다. 이 장에서 설명하

는 원칙이 수술과 침습적 절차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수술과 관련 있는 문헌을 근거로 하였다.

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3  

학생들은 침습적 절차와 관련된 위해사건의 주요 유형을 알고, 수술 및 침습적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한 확

인 과정을 안다. 

수행 요구사항 4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인다.

• 잘못된 환자, 잘못된 부위, 잘못된 절차의 오류(예, 수술 체크리스트)를 피하기 위한 확인 과정을 준수하기

• 위험과 오류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연습하기(예, 타임아웃, 브리핑, 디브리핑, 우려 진술하기)

• 사망률과 이환율 검토를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 팀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항상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수술 및 기타 침습적 절차와 관련된 위해사건의 원인 5

학생들은 수술과 침습적 절차와 관련된 위해사건의 종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해사건은 보

통 외과의사나 시술자의 기술, 환자의 나이와 신체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되었다. Vincent 등(4)은 수

술이나 다른 절차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는 근무지의 설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터페이스,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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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 문화 같은 많은 다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주제 3에서 시스템적 접근의 사용

을 배울 수 있고, 팀워크와 감염 관리에 관한 주제에서 팀워크와 감염 관리 역량을 배울 수 있으며, 이 모든 

내용은 특히 이 장과 관련이 있다. T3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팀워크가 요구되며, 이는 의사, 간호사, 다른 직원 모두가 분명히 규정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다른 팀원의 역할을 아는 것을 뜻한다.

수술과 시술 관련 위해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팀워크, 부적절한 리더십과 같은 잠재적 요인(latent 

factors)을 검토하고, 인수인계 시 의사소통, 부족한 과거력 조사와 같은 뾰족한 끝 요인(sharp-end factors)

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주제 4]를 참고하라). T4  

수술 케어에서 위해사건의 3가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의 실패

하버드 의학 실무 연구 II(5)에서 수술부위 감염이 위해사건 중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포도

알균에 의한 병원감염이 입원환자, 특히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재확인되었다.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과 같은 보다 나은 감염 관리는 수술 후 감염의 발생을 감소시켜 왔다. 또한, 전

염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차감염의 위험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누구나 병원체의 전파와 관련된 의복, 손, 기구가 오염될 기회를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감염 관리는 [주제 

9]에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 T9

교육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수술이나 침습적 절차, 또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학생

들은 반드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실천해야 한다. 

효과적인 팀은 모든 팀원들이 그들의 전공이나 숙련도와 상관없이 안전한 실무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한다. 만

약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각 팀원이 팀에서 가장 신규직원일지라도 이를 말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인 팀

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환자 관리

수술실과 수술 환경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매우 복잡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복잡한 활동으로 인해 수술실에서 병원의 다

른 부서보다 더 많은 위해사건이 일어난다.

수술과 관련된 주요 위해사건은 감염과 수술 후 패혈증, 심장혈관질환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혈전 합병

증이다. 이러한 사건을 분석했을 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다양한 상황(잠재적 요인)이 밝혀졌다. 잠재적 요

인은 다음과 같다.

•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시행

• 리더십의 부재

• 비효과적인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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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 다른 부서/그룹과의 갈등

• 직원들의 부적절한 훈련과 준비

• 부족한 자원

• 근거 중심 실무의 부족

• 부정적인 조직 문화

• 과로

• 수행 관리 시스템의 부재

잠재적 요소에 더하여, 수술 관련 케어의 전방(전달 지점)에서 일하는 개인들은 위해사건의 원인으로 알려

진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오류를 발생시키기 쉽다.

•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준수의 실패

• 피할 수 있는 치료 지연

• 부적절한 과거력 조사, 또는 부적절한 신체검진

• 지시된 검사 수행의 실패

• 검사 결과에 따른 행위의 실패

• 전문분야 밖의 실무(예, 상담, 의뢰, 도움 요청, 전동의 실패)

• 의사소통 실패

의사소통 실패는 정보가 너무 늦어서 비효과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부정확한 경우, 핵심 보건의료인이 

필수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팀 내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환자를 팀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들은 지속적으로 환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 역시 담당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다시 반복해보라고 요청함으로써 환자들

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술 전, 중, 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실패 

의사소통의 실패는 수술실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잘못된 환자를 수술하고 잘못된 부위

를 수술하게 하며, 잘못된 절차가 시행되게 한다.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의사소통하지 않거나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 위해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수술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오류를 적절하게 보고

하지 않는 사건도 기술되어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수술실에서 종종 매우 모순되는 업무를 다루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

기에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수술팀은 매우 바쁜 팀이다. 업무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수술실 주변 환경은 

다양한 숙련도와 능력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의 결합은 팀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의사소통

을 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의사소통 문제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환자가 다른 부서로 이

송될 때 특히 문제가 된다.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동안 위해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복잡성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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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가중된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환자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관해 환자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싶

어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위해사건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

다. 위해사건이 일어난 후 보건의료인들이 그러한 환자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이 꺼려질지도 모르지

만,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해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주제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에서 다룬다. 

많은 국가에서 잘못된 환자에게 침습적 수술을 시행한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다. 오인(misidentification)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확한 환자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실무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들이 승인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환자 치료와 케어의 정형화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원칙에 친숙해질 때, 환자의 치료 결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이 명백

하게 보여준다.

수술실 환경의 복잡성은 의사소통 오류의 주요 기저요인이다. 의사소통 오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 

Lingard 등(7)이 의사와 관련된 의사소통 실패 유형을 연구한 결과, 36%의 의사소통 실패가 가시적인 결과 

(예, 팀 긴장, 비효율, 자원 낭비, 수술오류, 환자의 불편)로 이어졌다. 의사소통 실패의 유형에 따른 예시들

이 표 B.10.1에 있다.

표 B.10.1.    의사와 관련된 의사소통 실패의 유형: 대표적 사례와 주석

실패 유형 정의 대표적 사례와 주석

상황

(occasion)

의사소통 맥락이나  

상황의 문제

시작한 지 1시간 후 외과의사가 마취과의사에게 예방적 항생제가 투여되었

는지 물었다. 

항생제는 절개 30분 이내에 투여해야 하므로,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고, 안

전 중복평가를 하지 않아 질문의 시점이 비효율적이다.

내용 

(content)

명백하게 부정확 

하거나 부족한  

정보가 전달됨

수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취과 전임의가 외과의사에게 이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병상이 비어 있는지 물었다. 외과의사는 대답했다. “병상은 아마

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병상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일단 수술할 것입니다.” 

적절한 정보가 빠져 있고,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환자에게 중환

자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중환자실 병상이 없을 경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가? (주: 이 예는 내용과 목적 실패로 분류된다.)

청자

(audience)

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차이

간호사와 마취과의사가 집도의 없이 환자를 어떤 체위로 위치시켜야 할 지 

대화한다. 

집도의가 원하는 환자 체위가 있으므로, 집도의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집도의 없이 결정하면 체위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목적

(purpose)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달성될 수 없거나,  

부적절한 의사소통 상황

간이식 공여자의 간 절제술 중, 2명의 간호사가 곡반에 얼음을 넣을 것인

지 대화하였다. 두 간호사 모두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얼음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이 대화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없다.

출처: Lingard L et al. Communication failures in the operating room: an observational classification of recurrent types and 
effects. Quality & Safety in Health Care,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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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케어를 향상시키는 확인 과정: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체크리스트 6

환자 케어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는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 이 3가지 도구가 보건의료인이 대부분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각자 미묘한 차이가 있

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에 대한 권장사항을 설명한다. 반면, 프로토콜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특정 순

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일련 단계의 세트이다.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필수적인 항목을 잊지 않고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 기반의 도구는 종종 다학제적 전문가 그룹에 의해 최신 지견을 반영하여 개발되며, 국

가 및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기도 한다.

좋은 가이드라인은 쉽게 배포되며, 넓은 범위의 전문 실무분야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다. 좋은 가이드라인

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분야 실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정하고, 모든 가능한 의

사결정 선택사항과 의사결정에 따른 알려진 결과까지 나타내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은 유추, 판단, 보건의료

인의 경험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의 각 과정에 이어지는 의사결정 시점을 확인한다. 가이드라인은 상황에 적

합한 최소한의 침습적/위험한 중재를 알아내는 것을 장려하고,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며,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장려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예, 환자는 의사결정과정의 파트너이다). 

가이드라인을 필요할 때마다, 적어도 3년마다 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보건의료 실무에 존재하는 변이의 범위를 주요 문제로 지

적하였다. 의료서비스의 남용, 미사용, 오용으로 인한 변이는 근거 기반 실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근거 기

반 실무는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를 사용해 변이를 줄이고 환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병원과 클리닉

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시간, 자원, 이용 가능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그들 영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대신에 임상의사들은 이미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무와 자

신이 속한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의료서비스와 전문화 수준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개인의 의견이나 직종과 

조직의 주관적인 선호를 불필요하고 위험하게 만들므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들이 안전

하게 수행하고, 잘못된 부위나 잘못된 절차, 잘못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술 및 수술부위 감염

을 예방하는 수많은 검증된 가이드라인이 있다.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케어에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에 관해 항상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은 여러 실무 분야, 특히,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을 규명한 이미 확

립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출간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모

든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아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때때로 준수해야 할 많은 가이드라인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도 무시하고 보지 않는다. 첫 번째 단계는 가이드라인에 

관해 질문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적절한 가이드라인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프로필과 지역 환경을 참작하여 권고사항을 현지 근무지에 적합

하도록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혈액 제제의 사용과 같이 상당한 위험

을 가진 대부분의 절차를 위해 존재한다. 혈액 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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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케어를 위해 모든 팀원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할 때, 팀원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체크리스트는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인쇄물로 있거나, 온라인에 있는가?). 이 

도구들은 근무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과 자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가?). 도구

가 효과적이려면 직원들이 이것에 관해 알고, 신뢰하며,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현지 상황, 환자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특정한 확인 단계는 실제 행할 수 없거나, 특정 

상황에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학제 팀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도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도구를 

수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변경 사항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모든 팀이 도구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도구의 단계를 건너뛴다면, 그 도구는 환자

를 위해사건에서 보호할 수 없다.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도구를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프로토

콜, 체크리스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모든 팀원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임상의사들은 확인 과정의 가치에 관해서 의문을 표할지도 모른다. 특히, 그들의 전문가적 자율성이 

침해받거나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그렇다. 또한, 팀 접근이 시작되면 그들의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다른 팀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케어의 지속성, 안전한 의사결정, 환

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7년과 2008년에 8개 국가에서 실시한 간단한 수술 체크리스트를 평가한 획기적인 국제연구가 수행되

었다. 자원의 정도와 상관 없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이 1/3 이상 감소하였다(9). 

체크리스트가 성공한 핵심은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절차를,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보건의료팀에게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향상이었다.

수술과 관련된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적극적인 대면 의사소통의 단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동의를 받고 표시를 하고 적절한 약물과 사용 장비를 확인할 때, 대면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수술팀(외

과의사, 보조의사, 마취과의사, 수술실 간호사, 순환 간호사, 호흡기 치료사, 조산사, 기타)에 속한 모든 사람

은 계획된 수술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모든 팀원이 치료 계획을 알고, 다른 팀원의 행동을 예상하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이 시행될 수술실에서 수술 직전 시행되는 예정된 ‘일시정

지(pause)’는 수술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필요하다(6).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팀의 모든 구성원이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주요 체크리스트와 프로토콜을 알아

야 한다. 확인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팀원은 팀 회의에서 프로토콜이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확한 환자가 정확한 치료를 받도록 최선의 실무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를 오인(misidentification)하

여 일어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접근방식이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토콜과 체크리

스트가 개발되었다.

상자 B.10.1.    WHO: 안전한 수술이 생명을 구한다

안전한 수술을 위한 10가지 목표

목표 1 수술팀은 정확한 환자의 정확한 부위에 수술을 한다.

목표 2
수술팀은 환자를 통증에서 보호하는 마취제 투여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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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술을 위한 10가지 목표

목표 3 수술팀은 생명을 위협하는 기도나 호흡 기능의 상실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한다.

목표 4 수술팀은 대량 출혈의 위험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한다.

목표 5 수술팀은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반응이나 약물 이상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피한다.

목표 6 수술팀은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목표 7 수술팀은 수술부위에 의도치 않게 솜이나 수술 기구를 남겨두는 것을 예방한다.

목표 8 수술팀은 모든 수술 검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한다.

목표 9 수술팀은 수술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중요한 환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교환한다.

목표 10 병원과 공공의료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수술 수용능력, 수술 건수, 결과에 대해 일상적으로 감시한다.

출처: WHO Guidelines for Safe Surgery, 2009 http://www.who.int/patientsafety/safesurgery/tools_resources/en/index.html (10).

그림 B.10.1.    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마취 유도 전 피부 절개 전 환자가 수술실을 떠나기 전

(최소한 간호사와 마취과의사가 함께) (간호사, 마취과의사, 외과의사가 함께) (간호사, 마취과의사, 외과의사가 함께)

환자에게 신원, 수술부위, 수술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았는가?

 네

수술부위가 표시되어 있는가?

 네

 해당 없음

마취 기계와 약물을 완전하게 확인하
였는가?

 네

환자에게 사용할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작동하는가? 

 네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는가?

 네

 아니요

기도확보가 어렵거나 흡인의 위험이 
있는가?

 아니요

 네, 장비/도움 가능

500ml를 초과하는 혈액 손실의 위험

이 있는가?

 아니요

 네 

‘네’의 경우, 정맥주사/중심정맥관 

두 가지와 수액을 준비

모든 팀 구성원은 자신의 이름과  
역할을 소개한다.

환자의 이름, 수술절차, 절개 부위를  
확인한다.

예방적 항생제가 60분 내에 투여  
되었는가?

 네

 해당 없음

예상되는 위기 사건

외과의사:

   위험한 단계나 이례적인 단계가  
있는가?

 수술은 얼마나 걸리는가?

 예상되는 출혈량은 얼마인가?

마취과의사:

   환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

간호팀:

   무균상태를 확인하였는가(멸균결과
지표 포함)? 

 장비 문제, 또는 기타 문제가 있는가?

필수적인 영상이 준비되었는가?

   네

   해당 없음

간호사 구두 확인사항

 수술명 확인

 기구, 스펀지, 바늘 계수 완료

   검체 라벨(환자 이름을 포함하여 
검체 라벨을 소리내어 읽기)

 장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

외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환자의 회복과 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이 체크리스트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개정 1/2009                 ⓒWHO, 2009
현지 실무에 적합하게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 WHO Safe Surgery Saves Lives, 2006 http://www.who.int/patientsafety/safesurgery/en/index.htm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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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

잘못된 환자, 잘못된 부위, 잘못된 절차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과정 준수 

특정 분야의 학생들은 수술실에 방문하고 어떻게 수술팀이 함께 일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술팀이 수술 전·중·후 과정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참관하게 될 것이다. 수술실 임상 실습에서 학생들은

• 특정 수술이나 치료단위에서 사용되는 주요 프로토콜과 체크리스트를 찾아내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해야 한다.

•   사용 중인 프로토콜과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해하고, 그것들이 근거 기반 실무를 따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 프로토콜과 체크리스트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 확인 과정의 각 단계(정확한 환자, 정확한 부위, 정확한 절차 선택)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의 각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팀원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 팀 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알아야 한다([주제4]를 참고하라). T4

위험과 오류를 줄이는 수술실 기법 연습하기(타임아웃, 일시정지, 브리핑, 디브리핑, 우려 진술하기) 7

팀워크에 대한 주제 4는 효과적인 팀이 함께 일하는 방법과 팀원이 수행과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

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해 자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수술실 환경에서 특별한 자질과 행위가 팀워크를 향상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학생들이 팀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팀이 어떻게 역할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팀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더라도 팀의 리더에게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다. 팀의 일원이 되면 학생

들은 팀원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더 잘 보고 들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팀 회의에 참여

해야 한다. 회의 시간 동안 학생들은 보건의료인들이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

는지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가?

학생들은 환자의 상태(환자 신원, 수술부위, 환자의 상태, 회복계획을 포함)에 관한 팀 토론에서 자신의 기

여도를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은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환자를 사정한 정보와 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

를 구두로 보건의료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시술 및 수술의 주요 특성과 환자 

케어 관리 계획, 그리고 관련 프로토콜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적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팀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언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

가하여 질문해야 한다. 학생들은 팀이 계획된 절차를 검토하는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급지도자나 감독자에게 즉시 이야

기해야 한다.

학생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하여 팀 구성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325

주장(assertion)이 환자의 심박동수, 음조, 혈색, 호흡에 관한 통상적인 설명이나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것들은 정보 공유나 조사의 일부이다). 학생들이 실무자가 되면, 특히 잠재적인 오류가 환

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명령 계통에서 의견을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정

확한 환자가 계획된 절차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과 같이 외과의사에게 무엇인가 확인하도록 상기시킬 때 

어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만약에 간호사가 상기시킨 것을 외과의사가 묵살한다면, 보건의료기관은 간호사

가 명령 계통에서 의견을 내도록 지지해야 한다.

학생들은 팀원들과 함께 향후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표준에서 벗어나기 전에 피

드백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는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된 행동에 관한 경각

심을 갖게 하므로 중요하다.

학생들은 교육이 수술 케어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간략한 정보 교환이나 비공식적인 정보 교환, 

직접 해보며 지도받는 체험 학습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은 팀의 각기 다른 팀원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전문지식, 숙련도와 기술수준에 따라 팀원들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

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망률과 이환율 검토를 위한 교육적 과정에 참여하기 8

보건의료 학생들은 교훈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동료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보건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

다. 많은 병원이 수술 후 검토 회의를 하는데,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사건과 어려운 

경우에 관해서 토론하는 잘 갖추어진 회의로, 향후 환자 케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동료 평가 방법이다. 

이런 회의는 수술 부작용을 감사하는 기밀 포럼으로 열리고, 수술 부서의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회의는 매주, 격주 또는 매달 열리기도 하고, 수술에서의 오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다. 환자안전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문이므로, 다수의 회의에서 오류를 논의할 때 비난하지 않는 시스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오류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토론을 징벌적으로 하

기도 한다. 오류에 관한 회의가 사람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수술 팀원들에게 폐쇄적인 회의가 

된다. 저년차 의사, 간호사, 호흡기계 기사와 학생들을 배제하고, 오직 수술의들만 참여하게 된다.

잠재적인 비난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는 오류에 관해 배우고, 향후 오류 발생을 예방하

는 방법을 토의하는 훌륭한 장소이다. 학생들은 본인이 훈련받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

를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하고, 적절한 상급 보건의료인에게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다음의 기본적인 환자안전 원칙이 실천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   사건과 관련 있는 개인보다 위해사건 관련 기저문제와 요소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도록 회의가 구성되어 

있는가?

•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교육과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   토론의 목적이 향후 유사사건의 예방인가?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을 때 위해사건에 관한 논의가 제때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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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가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기사와 관리자를 포함하는 전체 수술팀(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핵심 활동을 고려하는가? 

• 사건/영역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   학생들을 포함한 저년차 직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가? 이 회의는 학생들에게 오류에서 학습하고, 특

정 치료나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 기관의 수술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망에 관해서 확인하고 토의하는가?

• 회의의 서면 요약본(예, 개선을 위한 권고나 검토사항)을 보관하는가? 

요약 9

이 장은 위해사건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가이드라인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이

드라인이 어떻게 환자 케어를 개선시키는지 이해하고 신뢰하며, 직접 사용할 때에만 유용하다. 프로토콜은 환

자를 포함한 팀원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교육 전략 및 방법

상호적인/전달 중심의 강의 

전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WHO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라. 파워포인트나 오버헤드 프로

젝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례 연구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이 사례 연구에서 제시된 나타난 몇 

가지 이슈를 확인하게 하라.

패널 토의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인 패널을 초대한다. 이는 학생

들이 수술에서 팀워크의 역할을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예방과 위해사건 관리에 관한 질문 목

록을 미리 준비하고,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한다.

소그룹 토의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3명의 학생들에게 시술과 연관된 위해사건의 한 카테고리에 관하

여 토의를 이끌도록 요청한다. 일부 학생들이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의 역할을 다루고, 다른 학생들은 오류 발

생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과 이

런 수업을 하면 중요한 현실 감각을 얻고 각 직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본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현지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 환경에 관해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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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활동 

특정한 치료와 절차에서 잘못된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잘못된 경로로 약물이 투여되는 것과 같은 위해사

건과 오류 발생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는 저년차 직원이 고년차 직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보건의료 관련 제공자나 간호 

직원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 약사가 경력 있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목소리를 내

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학생들은 환자 이송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수술실에서의 의

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해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정형화된 시스템(예, ISBAR)을 사용해 브리핑, 디브리핑, 주

장을 실행해 볼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은 유용한 도구이다. 학생들은 동료 검토 회의나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

에 관한 역할극을 할 수 있으며, 먼저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해 본 다음에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

도록 한다. 학생이 수술실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역할극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수술실과 병동 활동

이 장은 학생들이 절차가 수행되는 것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동안, 통합된 활동에 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한

다. 이것은 종종 학생 훈련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학년 시기부터 이

러한 활동에 노출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학생들을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정확한 환자인 것과 환자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절차

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팀이 수행하는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   수술팀이나 시술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이나 환자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고, 

관찰하라.

•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에 참여하여 비난하는 접근 방식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을 하면서 기본적인 환자안

전 원칙이 그 회의 동안 적용되었는지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라. 

• 수술 전후 과정 동안 환자를 따라가 보고, 환자안전에 초점을 둔 활동이나 업무를 관찰하라.

•   프로토콜/체크리스트에 관한 팀의 지식과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환자확인 과정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체

크리스트를 조사하고 비평하라. 

• 환자 정보가 병동에서 수술실로, 수술실에서 다시 병동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관찰하라. 

이 활동 후에 학생들은 2명이나 소그룹으로 모여 강사나 지도자와 함께 학생들이 관찰한 것과 배웠던 특성 

및 기법의 존재 여부, 사용하고 있던 기법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다학제 그룹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여 각 직종의 역할을 배우고, 서로 다른 직종에 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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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위해사건을 초래한 정규 수술

이 사례는 마취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건강한 37세 여성이 전신마취 하에 비응급성 부비강 수술(non-emergency sinus surgery)을 받을 예정이

었다. 의뢰를 받은 마취과의사는 16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고, 이비인후과의사는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4명의 수술실 간호사 중 3명은 매우 경험이 많은 간호사였다. 수술실은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오전 8시 35분에 마취 유도를 하였지만, 후두 마스크 기도 삽입을 할 수가 없었다. 2분 후, 환자의 산소포

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청색증이 나타났다. 이때 그녀의 산소포화도는 75%였고(90% 이하는 매우 유의하

게 낮은 산소포화도임), 환자의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8시 39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0%로 떨어졌다(아주 낮은 수준임). 얼굴 산소마스크와 구강 기도로 100% 

산소를 주입해 환자의 폐를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의뢰받은 마취과의사의 동료 마취과의사는 기도

를 확보하기 위한 기관 삽관에 실패했다. 8시 45분에 어떠한 기도도 확보되지 않았고, 상황은 ‘삽관 불가, 환

기 불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마취과 응급상황이 되었다. 수술실 간호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

다. 한 간호사는 기관절개술 세트를 준비했고, 한 간호사는 중환자실 병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의사는 후두경을 바꿔가면서 기관 삽관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수술이 중단되었고, 환자는 회복

실로 이송되었다.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40% 이하로 20분 동안 지속되었다.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환자는 무의식상태에 빠졌고,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13일 후 사망하였다.

질문

– 환자를 전신마취하기 전에 팀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법은 무엇인가?

– 체크리스트의 이점은 무엇인가?

출처: Bromiley M.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Bulletin of the Royal College of Anaesthetists, 2008, 48:2442–

2445. DVD available from the Clinical Human Factors Group web site (www.chfg.org; accessed 1 July 2016).

학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장을 잘못 제거함

이 사례는 정확한 환자의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중

요한 원칙인 ‘명령 계통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을 위해서는 설사 학생일지라도 모든 팀 구성원

의 동의가 필요하다.

69세 남자 환자가 오른쪽 신장 절제술(nephrectomy)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사무직원은 실수로, 입원 기

록지에 ‘왼쪽’이라고 작성하였다. 입원 기록지에 기초해 수술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수술 전의 병동 회진 시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를 만났지만, 환자는 잠들어 있었고 깨지 않았다. 동의서나 어떤 기록지에

도 수술부위가 확인되어 있지 않았다. 오류는 수술실에서 더 악화되었다. 환자는 왼쪽 신장 절제술을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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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누웠고, 의사는 수술부위가 정확히 표시된 엑스레이 필름을 거꾸로 놓고 보았다. 외과의사는 왼쪽 신장

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수술을 지켜보고 있던 의대학생이 의사에게 잘못된 부위의 신장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무시당했

다. 이 실수는 환자가 수술 후 2시간이 지나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사망했다.

질문

– 수술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기회에 대해 알아보라.

– 외과의사가 의대학생을 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가?

– 외과의사의 행동이 위반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토의하라.

출처: Dyer O. Doctor suspended for removing wrong kidney. British Medical Journal, 2004, 328, 246.

프로토콜대로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에 실패함

이 사례는 수술 전에 미리 계획하여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과 프로토콜의 사용이 어떻게 감염의 위험을 감

소시키는지 보여준다.

마취과의사와 외과의사는 이제 곧 시작할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수술 전 항생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마

취과의사는 외과의사에게 환자가 Penicillin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렸고, 외과의사는 다른 수술 전 항생제를 제

안하였다. 마취과의사는 항생제를 가져오기 위해 멸균지역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수술방 순회간

호사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순회간호사는 수술 전 항생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였다. 마취과의사는 처방지시서 양식이 없어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그는 서류철에 

처방지시서 양식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봤었다). 순회간호사는 요청받은 항생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

다.

수술부위 절개가 시작되었다. 6분 후, 항생제가 수술방으로 전달되어 즉시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항생제 투

여는 수술부위 절개 후에 시행된 것으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부위 절개 이전에 항생제를 투

여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을 어긴 것이었다. 곧바로 간호사는 염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수술 계획에 변

화가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질문

– 항생제 투여가 지연되도록 한 요인은 무엇인가?

– 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working group. Case supplied by Lorelei 

Lingar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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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위의 외과적 치아 발치

이 사례는 고년차 전공의나 자문해 주는 구강외과 전문의의 감독 없이 잘못된 부위를 수술해 환자에게 고

통과 불안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38세 여성이 오랫동안 왼쪽 세 번째 어금니 주변의 잇몸 염증과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일차 진료의사를 찾아

왔다. 통증은 감염 부위에서 짠맛이 나는 분비물과 관련이 있었다. 영상 검사 결과, 가로로 누워 있는 부식된 

매복 치아와 낭종이 보였다. 환자는 구강외과의사에게 의뢰되었고, 전신마취 하에 매복 치아와 낭종을 제거하

라는 권유를 받았다. 수술 당일, 구강외과 전문의는 고년차, 저년차 전공의들과 시술에 관해 상의를 하였다. 

구강외과 전문의는 엑스레이 사진이 뒤집어져 걸려 있어서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저년차 전공의가 의무기록지 검토 없이 환자의 오른쪽 부위 수술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구강외과 전문의는 

수술실을 떠났고, 고년차 전공의는 응급 상황에 호출되어 갔다. 저년차 전공의는 계속해서 치아의 피부를 제

거하고, 치아를 오른쪽에서 제거하였다. 그는 구강외과 전문의가 돌아왔을 때 낭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

다. 구강외과 전문의는 저년차 전공의가 반대 부위에 수술하고 있다는 것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전공의와 전문의는 오른쪽 상처를 봉합하고, 왼쪽을 절개하고, 치아와 낭종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수술 직후, 환자는 구강에서 오른쪽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전문의는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에서도 조

직과 뼈를 제거했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했다. 환자는 새로운 증상이 수술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 전문

의는 그 가능성을 중요하지 않게 말했다. 환자는 수술 후 통증으로 구강외과 전문의를 두 번 더 방문했으나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의 대응에 만족하지 못했다.

환자는 보상을 요구하며, 구강외과 전문의, 고년차 및 저년차 전공의가 수술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질문

– 이 오류의 기저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 오류와 환자 통증의 원인에 관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결과를 초

래하는가?

출처: This case was provided by Shan Ellahi, Patient Safety Consultant, Ealing and Harrow Community 

Services,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UK.

Oxytocin에 관한 의사소통

이 사례는 의사소통 문제를 강조하고, 잠재적인 위험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산사는 분만 후 생긴 2도 열상을 학생 조산사가 봉합하는 동안 감독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

와 조산사에게 다른 산모 M의 Oxytocin을 증량하여 투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모의 자궁수축이 2~3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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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있었지만, 강도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산모는 마지막 3시간 동안 자궁경부가 4cm 열린 상황이었다. 

간호사는 Oxytocin이 10mu/min으로 투여되고 있으며, 지난 2시간 동안 증량 투여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조산사는 이것이 합리적인 계획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집중해서 봉합하고 있던,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 조산사는 간호사가 무엇을 물었는지 조

산사에게 물었다. 조산사는 간호사가 산모 M의 수축 강도가 약하고, 자궁경부가 충분히 열리지 않아 

Oxytocin을 증량하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학생이 말했다. "아, 제가 산모 M을 지금 이 분만 전에 확인했어요. 

산모의 자궁경부가 6cm 열렸는데 바로 이 분만에 들어와야 해서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산사는 간호사의 판단을 믿었고, 학생이 환자의 열상을 봉합하고 케어를 마칠 때까지 학생과 함께 있었다.

30분 후 조산사와 학생이 산모 M에게 갔을 때, 의사와 2명의 간호사가 병실에 있었고, 태아 심박수는 70

대였다. 조산사는 자동주입 펌프를 확인했고, 그녀가 예상했던 12mu/min이 아니라 20mu/min으로 설정되

어 있었다. 태아 심박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실패했고, 산모 M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았다. 신

생아는 첫 1분에 Apgar score 3점, 5분에 Apgar score 6점, 10분에 Apgar score 8점이었다. 

질문

– 어떤 시스템 오류(system error)가 불필요한 제왕절개술을 하게 했는가?

– Oxytocin을 증량 투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프로토콜을 항상 사용하면,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대부분 

줄일 수 있는가?

– 만약 그렇다면, Oxytocin 투여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기타 자료

•	   Clark S et al. Implementation of a conservative checklist-based protocol for oxytocin administration: 

maternal and neonatal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7, 197:480e1-e5.

출처: This case was supplied by Mary Barg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Health Care Nurs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A, USA.

도구 및 관련 자료

WHO guidelines for safe surgery 2009. Safe surgery saves liv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44185/1/9789241598552_eng.pdf; accessed 1 July 2016).

잘못된 부위, 잘못된 수술, 잘못된 환자 수술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프로토콜(universal protocol)

•	   Carayon P, Schultz K, Hundt AS. Righting wrong-site surgery. Journal on Quality & Safety, 2004, 

3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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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절차에서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실제 사례

•	 http://www.gapscenter.va.gov/stories/WillieDesc.asp; accessed 21 February 2011.

정확한 부위 수술을 위한 도구

•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AORN) (http://www.aorn.org/aorn-org/guidelines/clinical-

resources/tool-kits/correct-site-surgery-tool-kit; accessed 1 July 2016).

수술 전후 환자 ‘인계’ 도구

•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 (AORN)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Patient Safety Program (http://www.aorn.org/aorn-org/guidelines/clinical-resources/tool-kits/patient-hand-

off-tool-kit; accessed 1 July 2016).

WHO 안전한 수술이 생명을 구한다(WHO Safe Surgery Saves Lives)

•	   The Second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http://www.who.int/patientsafety/safesurgery/en/index.html; 

accessed 1 July 2016).

•	   Haynes AB et al. A surgical safety checklist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in a global popula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9, 360:491-499.

기타 자료

•	 Calland JF et al. Systems approach to surgical safety. Surgical Endoscopy, 2002, 16:1005–1014.

•	   Cuschieri A. Nature of human error: implications for surgical practice. Annals of Surgery, 2006, 244:642-

648.

지식 사정

환자안전 평가의 세부 지침은 교육자 지침(파트 A)에 있다. 논술형 문항(essay), 선다형 문항(MCQ), 단답형 

서술식 문항(BAQ), 사례 기반 토의(CBD), 자가 평가와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이 장에 적합하다. 학생들이 

환자안전 학습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격려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의 장점은 훈련 프로그램 말

미에 입사 지원서나 미래의 경력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활동의 모음집을 각 학생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술 및 수술 케어와 잠재적인 환자 위해에 관한 지식, 결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사용, 절차적 오

류와 외과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 사례 기반 토의(CBD)

•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SCE)

• 수술 전후 환경과 오류의 잠재성에 관한 관찰 보고서 



주제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333

또한, 학생들에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실과 팀워크의 역할, 수술실에서의 위계, 위계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외과적 오류를 보고하는 시스템, 외과적 절차에서 환자의 역할, 사망률과 이환율 회의의 효과, 안

전 케어에 기여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관해 반성적 진술문(reflective statements)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모두 가능하며, 만족/불만족의 범위로 순위를 매겨 채점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의 몇 

가지 예제도 파트 B, 부록 2에 제공하였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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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강의 슬라이드: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10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업에

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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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

약물 안전 향상 

오심 증상이 있는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투약

연휴 동안 Heather의 여덟 살짜리 딸 Jane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Heather

는 Jane을 지역의 클리닉에 데려갔고, 의사는 Jane이 천식을 앓고 있어 네뷸라이저(nebulizer) 사용이 필

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이염으로 인해 오심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며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오심을 

치료하기 위해 Chlorpromazine, Metoclopramide, Atropine을 투약하였다. 

Jane은 이후에 의식이 점차 흐려져서 지역의 작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호흡계 증상으로 인해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클리닉 의사는 자신이 인턴 때 배운 대로 약물의 병합요법(cocktail of medications)을 제대로 처방했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의사가 사용했던 약물들은 아동에게서 이상반응을 나타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

을 뿐 아니라, 투약 후 모니터링도 어려우므로 어린이의 오심에 처방하기 적합하지 않은 약물이었다. 또

한, 의사는 Heather에게 약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   Walton M. Well being: how to get the best treatment from your doctor.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Pluto Press, 2002:51.

Methadone 과용량 투여 

Matthew가 중독 치료 클리닉(Methadone clinic)에 있을 때, 3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다. 2명의 간

호사는 제대로 Mattew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Methadone의 용량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투약하였

다.

투약해야 할 Methadone의 용량은 40 mg이었으나 150 mg이 투약되었다. 그 간호사들은 과용량이 투

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의사 허가 없이 과용량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간호사에게 Matthew에게 집에서 복용할 20 mg의 약물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Matthew는 Methadone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출처:   Case studies.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5–1996:38.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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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왜 약물에 주목하는가? 1  2

약물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약물의 사용이 급증

해 왔다. 불행하게도, 약물 사용의 증가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 오류, 위해사건의 증가를 가져왔다.

많은 이유로 약물의 사용은 점점 더 복합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증

가해 왔다. 이러한 약물들은 다양한 전달 경로와 작용(지속성, 속효성)을 가진다. 때때로 특정 약물은 동일 제

형(formulation)으로 1개 이상의 상품명(trade name)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에 대해 향상된 치료를 받게 된 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으며, 복

합상병을 가진 환자들도 많이 있다. 이것은 약물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부작용, 투약 실수를 증가시킨다.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과정에는 여러 보건의료인들이 자주 관여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실패는 이 과정

에서 연속성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인들이 넓은 범위의 약물을 처방하고 있으므로 스스로가 더 

많은 약물에 친숙해져야 한다. 관련 정보가 너무 많으므로 참고 자료 없이는 기억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의사는 다른 임상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의 효과에 대해 익숙히 알기는 어렵다. 

또한, 약물을 처방하는 약사는 약물의 사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의 역할은 처방, 투약, 부작

용 모니터링, 팀으로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인은 약물 사용과 환자안전 향상과 관련된 업무 현장에

서 최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보건의료인로서 학생들은 투약오류의 본질을 이해하고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관해 배우고 약물

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약사, 의사, 간호사는 투약오류를 감소시

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약물 사용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약물로 인한 환자 위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한다.

키워드

부작용, 이상반응(adverse reaction), 오류, 위해사건, 약물 위해사건(adverse drug event), 투약오류

(medication error), 처방(prescribing), 투약(administration), 모니터링

학습목표 3

이 장은 약물 안전에 관한 개요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약물 사용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

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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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지식과 수행

지식 요구사항 4

학생들은 다음의 항목에 관해 알아야 한다.

• 투약오류의 규모

• 위험성 있는 약물의 사용

• 오류의 공통 원인

•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

• 약물 처방 및 투약과 관련된 책임

• 일반적인 위험 상황을 알아차리는 방법

•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법

• 약물 안전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의 장점

수행 요구사항 5

약물 안전은 방대한 주제이다. 이 쟁점을 이해하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에 관해 이해한 보건의료인

은 다음 항목을 수행한다.

• 성분명(generic names)을 사용한다.

•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한다.

• 약물 복용력을 확인한다.

• 고위험 약물의 종류를 안다.

• 자신이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약물에 관해 잘 알고 있다.

• 기억 보조도구(memory aids)를 사용한다.

•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 환자가 투약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격려한다.

• 오류를 보고하고, 오류로부터 배운다.

• 임상지표(예, 신장 청소율(renal clearance))에 근거한 교정을 포함한 약물 계산법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음식 간 상호작용을 감지한다.

정의 6  7

부작용(Side-effect)

부작용(side-effect)이란, 약물의 약학적 특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초기에 의도하지 않은 알려진 효과를 뜻

한다(1). 예를 들어, 아편류 진통제(opiate analgesics)의 흔한 부작용은 오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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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Adverse reaction)

이상반응은 상황에 맞는 올바른 과정에서 수행한 정당한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위해가 발생한 것

을 뜻한다(1). 예를 들어, 환자가 처음 약물을 복용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오류(Error)

오류는 부정확한 계획의 실행, 또는 의도한대로 계획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1).

위해사건(Adverse event)

환자에게 해가 가한 사건을 의미한다(1).

약물 위해사건(Adverse drug event)

약물 위해사건은 약물과 관련된 위해사건을 뜻하며,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예, 오류의 결과), 예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예, 처음 투약 시 예기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약물 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약물 이상반응은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약물에 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에 따르면, 약물 이상반응에는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해가 포함되지만, 투약

오류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투약오류(Medication error)

투약오류는 보건의료인, 환자, 소비자에 의해 관리되는 동안,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 위

해를 가하는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2). 이러한 사건들은 처방, 의사소통, 약물 라벨/포장/명명법, 혼

합, 조제, 분배, 투약, 교육, 모니터링, 사용을 포함하는 전문적 실무, 건강관리제품, 절차, 시스템과 관련 있

을 수 있다.

처방(Prescribing)

특정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처방지시이다. 많은 나라에서 약물 처방자는 환자의 임상치료에 합법적인 책임

을 가지고 있으며, 약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부여받는다. 보건의료인은 약물 처방을 위

해 약, 약물요법(drug regimen), 약물 관련 의무기록, 처방지시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기반의 실무는 보건

의료인들이 약물처방 시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기호와 가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환경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약물 

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오류는 처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보건의료인들의 투약에 관한 경험과 지식 부족, 프로토콜 미

준수, 피로나 망각 같은 그 외 요소들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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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자가 처방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이러한 약물들은 다른 

약물들과 함께 복용했을 때 위해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는 일반의약품을 혼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는 항상 약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투약오류(Medication error)

투약오류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위해사건

•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해를 가할 뻔 했던 근접오류(near miss)

•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잠재적 해가 없는 경우

투약오류는 예방할 수 있는 환자 위해의 흔한 원인이다.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재원환자 1인당 투약오류가 매일 1건씩 발생하고(3), 매년 150만 건의 예방할 수 있는 약물 위해사건이 발생하

며(3), 미국 내 병원들에서 투약오류로 인해 매년 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한다(4). 

투약오류와 위해사건의 발생에 관해 조사해 본 다른 국가의 연구자들도 미국과 비슷하게 우려되는 통계치

를 보고하였다(5). 잘못된 처방의 15%가 환자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나머지의 경우는 약사나 다른 의료기관 종

사자에 의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은 많은 위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생산, 유통, 마케팅

약물은 사람에게 사용되기 전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약물의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약물 사용의 단계 8

약물은 다수의 구분된 단계를 거쳐 사용되며, 주로 처방(prescribing), 조제(dispensing), 약물 투여

(administering), 모니터링(monitoring)의 4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의사, 약사, 환자와 다른 보건의료인

은 모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고 투약하며, 효과가 있는지 자가 모니터링을 한다. 반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하면 약사가 

조제하고,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하며, 간호사와 다른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추후 약물요법을 

결정한다. 공동으로 작업하는 실무 환경에서 약사는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약물 사용의 각 단계에 관한 개요를 다음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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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Prescribing) 9

약물을 처방하는 보건의료인은 반드시 개별적인 환자의 특성(예, 알레르기)을 고려해 주어진 임상 상황에 

적합한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가장 적합한 투약경로, 용량, 시간, 요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

에 관해 반드시 약물을 투여할 사람과 의사소통(서면, 구두)하고, 전체 계획을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조제(Dispensing)

약사는 약물을 처방한 사람이 적은 처방전을 옮겨 적고, 옮겨 적은 내용을 확인한다. 약사는 약물을 찾은 

뒤 처방전을 보고 재확인하며, 본인의 작업에 관해 기록한다.

약물 투여(Administering) 

약물 투여는 약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약물의 개수를 세고, 용량을 

계산하고, 혼합하고, 라벨을 붙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준비해 두는 일련의 과정이다.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에 관해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환자

에게 정확한 경로를 통해 정확한 시간에 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약물을 투여한 사람은 반드시 시행한 내

용을 기록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

모니터링은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위해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모

니터링 활동은 모든 약물 사용 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각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약물 사용의 위험성 10  11  12  13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위험과 관련이 있다. 약물 사용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과 오류의 기회

가 나타날 수 있다.

처방(Prescribing)

약물 적응증, 금기,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부적절한 지식은 처방 오류를 발생시킨다. 사용하는 약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방 단계에서의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개별적인 보건의료인이 참고자료를 보지 않고, 

안전한 처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약물 정보에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처방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요소, 인지적 요

소, 감정적 요소, 사회적인 요소(예, 알레르기, 임신, 복합상병, 건강정보 이해능력, 투약하고 있는 다른 약물)

에 관해 고려하지 않는 것도 오류 유발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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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약물 투여에서 대상 환자, 용량, 약물, 경로, 시간이 잘못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런 오류는 때때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빠뜨림(slip)이나 착오(lapse)를 일으키는 대부분 어이없는 ‘실수’나  

‘단순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유형의 실수는 새벽 4시 즈음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처방하는 사람이 

서두르거나 졸리거나 피곤한 경우,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발생한다. 

불충분한 의사소통도 처방 오류의 또 다른 원인이다.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은 잘못 해석될 수 있다(예, 특정 

약어 사용). 오류는 읽기 어려운 기록이나 구두로 의사소통할 때 단순히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다.

약물용량 계산 시 수학적인 오류는 투약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부주의하거나 피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훈련 부족과 부피, 양, 농도, 단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하며, 최신의 지표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좁은 치료범위(therapeutic windows)를 가지는 약물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주요한 위해사건이 발생

할 수 있다. 

계산 오류는 단위를 변환할 때 자주 발생한다(예, 마이크로그램을 밀리그램으로 변환). 이러한 유형의 계산 

오류로 인해 용량이 1,000배 틀리는 오류가 발생된다. 아이의 체중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소아과에

서 약물 용량 계산에 대한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조제(Dispensing)

2007년 한 연구에서 약사의 과도한 업무량(근무 시간 중 약사 1인당 조제하는 처방전의 수로 계산)은 약물 

조제가 안전하지 않을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약사는 다음의 단계(6)를 통해 조제 오류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처방전을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한다.

• 처방전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외관이 비슷한 약물(look-alike drugs), 발음이 비슷한 약물(sound-alike drugs)에 주의한다(투약오류

의 1/3이 유사 약물명 때문에 발생한다).

• 숫자 ‘0’인지 약어 ‘O’인지 주의한다.

• 업무 장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한다.

•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도한 업무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약물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 모든 처방전을 철저히 확인한다.

• 항상 환자 상담을 한 후에 약물을 제공한다. 

약물 투여(Administering) 14  15  16  17

전형적인 투약오류는 잘못된 약물, 약물의 용량, 환자, 경로,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처방 약물을 투

여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유형의 투약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불충분한 의사소통, 빠뜨림, 착오,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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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 부주의, 계산 오류, 부적절한 환경, 약물 포장재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여

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불충분한 기록도 투약오류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약물을 투여하고도 투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

른 보건의료인은 투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같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정맥주사용 약물 계산을 실수하는 것(예, drops/h vs. drops/min, ml/h vs. ml/min)도 투약오류 유형 중 

하나이다. 

모니터링(Monitoring) 18  19  20

모니터링 오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처방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투약이 지속되는지, 투약이 

환자에게 명백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방된 과정을 완수하지 않고 중단하는지에 관해 충분히 감시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모니터링 오류는 약물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측

정된 약물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케어 제공자가 바뀔 때 의사소통 실패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예,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투약오류의 기여요인

약물 위해사건은 주로 다양한 기여요인을 가지며, 종종 사건 여러 개가 합해져 환자 위해를 발생시킨다. 많

은 약물 위해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류 발생 과

정의 최종단계나 가장 확실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보다, 모든 기여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안

전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류 발생 과정의 다양한 순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환자 요인 21

특별히 투약오류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다. 여기에는 임신, 신부전 등과 같은 질병이 있거나 한 명 이상의 

보건의료인에 의해 처방된 다양한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 경우, 많은 건강문제를 가진 경우, 자신의 건강과 약

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의 환자들이 포함된다.

기억 장애가 있는 환자(예, 알츠하이머 환자),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예, 의식 없는 환자, 영유아), 

보건의료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환자는 특히 투약오류에 취약하다. 어린이와 아기, 특히 신생아는 치료 

시 약물 용량 계산으로 인한 투약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직원 요인 22

직원 요인은 개인적인 경험의 부족, 응급상황에서 서두르는 것,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것, 업무 중

간에 방해받는 것, 피로, 따분함, 경계심 부족을 포함한다.

한 번 확인 후 이중확인(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인받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팀워크와 의사소통의 부

재, 기억 보조도구(memory aids)의 사용을 꺼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약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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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설계 요인 23  

근무지 설계 요인은 근무 현장에 안전 문화가 구축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보고 시스템의 부재와 근접오

류 및 위해사건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안전 문화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른 근무지 설계 요인으

로 직원들이 특정 약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억 보조도구가 없거나, 약제 팀

이 진단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약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

다(예, 비슷한 약물명을 가진 약물을 같은 장소에 두거나, 약물을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보관하지 않거나 일상

적인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 부족한 인력도 투약오류를 증가시키는 근무지 설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약물 디자인 요인 24

특정한 약물 디자인 요인은 투약오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외관이 비슷한 알약(예, 색깔, 모양) 같은 일

부 약물은 쉽게 혼동될 수 있다. 비슷한 상품명을 가진 약물도 쉽게 혼동될 수 있다. 소염제인 Celecoxib와 

항경련제인 Fosphenytoin, 항우울제인 Citalopram hydrobromide의 상품명은 각각 Celebrex, Cerebryx, 

Celexa로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다. Ephidrin과 Epinephrine도 마찬가지로 혼동을 일으킨다. 애매모호한 라

벨링도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비슷한 약물이 다양한 용량으로 다양하게 조제되면서 비슷한 약물명을 가지거나, 포장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Phytonadione 1 mg과 10 mg은 외관이 매우 비슷하다. 서방정(slow-release medications)

은 접미사를 붙여서 일반 약물과 구별을 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방정(slow release), 지연형(delayed 

release), 지속성(long-acting)과 같이 비슷한 성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미사가 너무 다양하다(LA, 

XL, XR, CC, CD, ER, SA, CR, XT, SR).

특정한 약물 디자인의 문제는 투약오류를 발생시킨다. 바이알에 부착된 라벨이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고, 

용량에 관한 정보도 보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계량 도구의 부족(예, 시럽용 스푼)도 문제이다.

기타 기술적 요인 

기타 기술적 요인도 투약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맥주사용 라인과 척수강 주입용 라인이 동

일한 커넥터를 사용하면 약물이 잘못된 경로로 투약될 수 있다.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25

성분명(generic names)을 사용하라 26

약물은 상품명(브랜드명)과 성분명(유효성분)을 가진다. 같은 약물 조성(drug formulation)을 다양한 회사

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몇 개의 다른 상품명이 붙을 수 있다. 보통 상품명은 큰 글씨로 박스나 병에 부착되

고, 성분명은 작은 글씨로 인쇄된다. 이로 인해 약물을 사용할 때 모든 성분명에 익숙해지기 어렵고, 관련된 

모든 상품명을 기억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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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최소화하고 의사소통을 단순화하기 위해 성분명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환자는 주로 

포장에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상품명을 쓴다. 이는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 예를 들어,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평상시 먹던 약을 다른 상품명으로 처방하여 주고, 환자는 본인이 입원 전부터 먹어 온 약인 

줄 모르고 같이 복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환자에게 일부 약물은 2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와 다른 처방자들은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그들의 투약 리스트에 약의 상품명과 

성분명을 같이 적어두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별 환자에게 맞춰 처방하라 27

약물을 처방하기에 앞서 약물 처방을 환자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지 항상 멈춰 생각해야 한다.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알레르기, 임신, 모유 수유, 복합상병, 투약력, 환자의 신체 사이즈, 체중이다.

모든 약물 복용력을 수집하는 것을 학습하고, 실천하라 28

약물 복용력은 처방을 하는 보건의료인과 약사에 의해 수집되어야 한다.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투약력

을 수집한다.

•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명, 용량, 경로, 빈도와 기간을 포함한다.

• 최근에 복용 중단한 약물이 있는지 물어본다.

• 일반의약품, 식품보조제, 대체의약품을 복용하는지 물어본다.

• 처방 받은 약물 중 복용하지 않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물어본다.

•   약물 리스트와 실제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맞춰본다. 특히, 치료의 이행이 있는 시점에서 주의

해야 한다. 입원과 퇴원 시점에서 투약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을 해야 한다. 잘못 이해하거나 부

족한 투약력 수집,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오류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7).

•   익숙하지 않은 약에 관해서는 검색을 한다. 신뢰할 만한 근거 기반의 정보를 찾거나 약사 등의 다른 보

건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 약물 간, 약물-음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알레르기 이력에 관해 수집할 때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알레

르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물을 처방하면 안 되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다른 보건의

료인에게도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위해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고위험 약물을 알아두라 29

일부 약물은 약물 위해사건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약물의 좁은 치료범위와 특정 약력학

(Pharmacodynamic)이나 약동학(Pharmacokinetic) 때문이다. 이러한 약물의 예로 인슐린, 경구용 항응고제, 

신경근 차단제, Digoxin, 항암치료제, 정맥용 칼륨, Aminoglycoside 항생제가 있다. 약사나 다른 관련 직원

에게 어떤 약물이 위해사건을 일으키는 가장 고위험성 약물인지 문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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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하는 약물에 대해 잘 알아라 30

제대로 모르는 약물은 절대 처방하면 안 된다. 학생들에게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물에 관한 과제를 주어 익

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약리학,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특별한 주의사항, 용량, 권장요법에 관해 알아야 한다.

만약에 잘 모르는 약을 처방하게 되면, 처방하기 전에 그 약물에 관해 공부해야 한다. 임상 환경에서 이용 가

능한 참고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처방자는 많은 약물에 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일부 약에 관해 잘 

아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처방자가 5가지 다양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1개의 약물

에 관해 제대로 알면 그것을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는 많은 약물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기억 보조도구를 사용하라 31  

아마도 과거에는 사용되는 주요 약물에 관해 필요한 지식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약

물의 수가 급증하고 처방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학생에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독립적인 근거 기반의 기억 보조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친숙

해져야 한다. 기억 보조도구의 활용이 학생들의 부족한 지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안전 실무의 지

표로서 기억 보조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억 보조도구의 예는 교과서, 포켓 사이즈 약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기술이다. 기억 보조도구의 

간단한 예로는 심정지 상황에서 필요한 약물의 이름과 용량을 적어 놓은 카드가 있다. 처방자는 주머니에 이 

카드를 두고 교과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처방과 투약 시 5 Rights을 기억하라 32

훈련 프로그램에서 약물을 조제하고 투약할 때 5 Rights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 Rights은 정확

한 약,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약물을 처방하고 투약하

는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관련 있다. 5 Rights에 정확한 기록과 (직원, 환자나 간병인이) 약물 처방에 관해 질

문할 권리, 2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 

분명하게 의사소통하라 33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는 것은 팀의 활동이며, 환자도 그 팀의 일원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명확

하고, 모호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오류를 야기하는 가정을 최소화시킨다. 약물에 관해 의사소통을 할 때는 명

확하게 말해야 한다. 의사나 약사에게 명확한 것이 환자나 간호사에게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환

자나 간호사에게 명확한 것이 의사나 약사에게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필은 조제오류(dispensing errors)를 유발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은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명

확하고 읽기 쉽게 적어야 한다. 기록을 읽을 수 없는 경우, 약사는 반드시 처방에 기록된 성함과 연락처를 보

고 처방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5 Rights을 기억하는 것은 약물에 대해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핵심을 기억하는 데 유용하다. 예

를 들어,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이 환자에게 0.3 ml의 1:1000 Epinephrine을 즉시 투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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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구두 처방을 하는 것이 “빨리, 약간의 Adrenaline을 투약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다.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전략은 의사소통의 순환고리를 닫는 것(close the loop)이다. 이를 통해 오해할 가능

성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순환고리를 닫기 위해 “네, 이 환자에게 1:1000 Epinephrine 0.3 ml

를 즉시 투약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 34  35

확인하는 습관을 직장 생활 초기부터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습관은 학부 수준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앰플에 있는 라벨을 읽는다. 확인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잡으면 적극적으

로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라벨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은 처방, 조제, 투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작성한 처방전과 조제하거나 투약한 모든 약물에 책

임이 있다. 5 Rights과 알레르기를 확인하고, 고위험 약물과 고위험 상황은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하며,

이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하게 아픈 환자들에게 강한 응급약물을 투여하게 될 때 이중으로 확

인해야 한다. 이중 확인자의 역할은 효과적인 팀에 기여하며,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용한다(그러나 확인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점검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전산화된 처방이 확인을 필요없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전산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예, 알아보기 힘든 필체, 

성분명과 상표명의 혼동, 약물 상호작용의 인지)를 해결하였으나,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8).

확인에 관한 유용한 격언:

• 라벨이 없는 약물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 무슨 약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약물이라면, 절대 투약하지 말라.

환자들이 본인의 투약 과정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36

환자의 처방 약물에 관해 교육하고 관련된 위험성을 교육한다. 환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환자와 가족이 문제를 방지하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환자와 가족

이 투약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약물의 안전성이 매우 향상될 것이다. 정보는 

구술정보, 기술정보를 포함해 다음의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 성분명

• 약물의 목적과 기전

• 용량, 경로, 투약 스케줄

• 특별히 주의할 점

• 일반적인 부작용, 상호작용.

• 약물의 영향(예, 효과,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환자들에게 과거에 처방받았던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나 문제들의 세부내용과 약물 리스트가 적혀진 기록지

를 가지고 있도록 권장한다. 이 기록지는 환자가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상호작용할 때마다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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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오류를 보고하고, 투약오류에서 배워라 37

투약오류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왜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약물 안전 향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약물 위해사건이나 근접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학습의 기회가 되고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

생들이 자유롭게 오류에 관해 말하고, 훈련프로그램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는 것은 오류를 통해 배우고 약

물 안전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보건의료인 간에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었을 때 오류 보고가 촉진된다. 처방자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약

사들이 보다 쉽게 근접오류를 보고하고 설명하게 된다.

학생을 위한 안전 실무 기술 38

학생이 졸업 전에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학생들이 실습하고 준비

할 수 있는 약물 안전의 측면이 많이 있다. 전반적인 학생 훈련의 다양한 단계를 통해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는 중요한 교육 활동(강의, 워크숍, 개인지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주제를 모두 다루

는 것은 약물 안전의 기초 수업 범위를 넘어선다.

약물 사용에 내재된 위험성에 관한 이해는 보건의료인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안전

을 의식하는 보건의료인이 각각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아래에 설명하였다.

처방

5 Rights을 생각하고 처방하는 약물에 관해 잘 알며, 개별 환자에 맞춰 치료 결정을 수정한다. 약물 선택이

나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은 피하며 위험 대비 이익

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기록

기록은 명확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프린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전자 처방을 사용한다. 기록의 일환으로 환자명, 약물명, 용량, 경로, 시간, 투약 스케줄을 

포함해 기록해야 한다. 약사와 처방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처방한 임상의사의 연락처를 포함해 기

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 보조도구의 사용

자주 자료를 찾아보고 기억 보조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다. 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해결방안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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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과 관련한 팀워크와 의사소통

약물의 사용은 팀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정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잘못된 가

정을 세운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수행에 방심하지 않게 팀이 휴식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약물 투여(administering)

다양한 투약 경로(예, 경구, 설하, 구강, 흡입, 분무 흡입, 경피 투여, 피하 투여, 근육 내 투여, 정맥 투여, 

척추강 내 투여, 직장 투여, 질 투여)에 따라 투약 시 주의사항과 위험성을 잘 안다. 

약물 사용에 환자를 참여시키고 교육함

환자와 보호자를 돕는 방법과 기회를 찾는 것이 오류 감소에 도움이 된다. 환자와 보호자가 말하는 것을 신

중히 경청해야 한다.

약물 계산 학습과 연습

단위를 조정하고, 부피, 농도,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임상지표에 기반하여 계산을 조정

하는 것을 연습한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거나 고위험 상황에서는 계산 오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방법을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산기를 사용하고 머리로 암산하지 않으며(펜과 종이를 대신 사용), 동

료와 같이 계산해서 계산된 용량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유용한 기술을 활용한다. 약물 조제 시, 계산된 용

량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약물 복용력 수집

처방하기 전에 항상 약물 복용력을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환자의 약물 리스트를 확인한다(특별히,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모든 불필요한 약물은 중단한다. 진단 과정에서 증상이 약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자신의 약물 복용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예, 무의식환자)에서는 환자

의 약사나 의사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약사에게서 약물 복용력을 

수집할 수도 있다.

가능한 약물 상호작용/금기증을 발견하고 감소시키기

알레르기 과거력 수집

모든 약을 처방하기 전에 알레르기 과거력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심각한 약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면, 처방된 약물로 인해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의사가 맹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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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심되고 Penicillin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냈을 때, 병원에서 Penicillin을 투

약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병원 보건의료인력과 의사소통할 때 알레르기에 관해 강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맹장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enicillin계 항생제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

을 경고해야 한다. 환자에게 어떤 약물이 주입되는지 경계하도록 격려하고, 누군가 Penicillin을 투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교차 알레르기에 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이 투약 

전에 알레르기에 관해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작용 모니터링

자신이 처방, 조제, 투약한 약물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부작용을 찾기 위해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자에게 잠재적인 부작용에 관해 교육한다. 부작용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으며,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방법이 무엇인지를 교육한다. 환자의 임상 문제를 진단할 때 약물의 부작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투약오류와 근접오류를 통해 학습하기

조사와 문제해결을 통해 오류로부터 배운다. 오류가 한 번 발생하면 재발할 수 있다.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한 전략을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 모두에서 숙고하여야 한다. 

오류 보고 방법, 약물 관련 이상반응과 위해사건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약사는 흔히 발생하는 실수

에 관해 토의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는 다학제적 미팅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예, 원

내 처방집에 유사 발음 약물을 제외함).

요약 39  

약물을 현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면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투약오류는 흔하게 발생되며, 

예방할 수 있었던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재정적 손실을 유발한다. 환자를 돕기 위한 약물 사용이 아무 위험

성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을 알고 환자에게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열

심히 일해야 한다.

교육 전략 및 방법 40  41  42  

이 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복합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다. 

선택사항: 상호적인 강의(interactive lecture), 소그룹 토의, 문제 중심 학습(PBL), 실무 워크숍, 개별지도, 

프로젝트 작업(임상 환경과 환자 바로 옆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 온라인 학습 패키지, 읽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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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발표와 그룹 토의  

본 교육과정 지침에 포함된 파워포인트 자료는 약물 안전에 관한 상호적인 입문 강의나 교수자 주도의 소

그룹 토의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 이 자료는 상호작용의 정도를 다소 수정할 수 있으며, 현장의 사례, 

이슈, 시스템과 같은 임상 환경에 맞춰 수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장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

려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포함하였다. 또한, 강의에 넣거나 별도 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짧은 사례와 질문,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약물 안전을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아이디어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문제 중심 학습(PBL)

약물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는 사례를 사용하라. 학생들에게 사례를 읽은 뒤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약물 계산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추가적인 교육 및 학습 활동

- 임상 워크숍

학생들은 시간 제한이 있는 모의 응급 상황에서 술기를 연습할 수 있다.

약물 투여, 처방, 약물 계산을 포함한 주제의 워크숍을 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활동 

학생들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 약사를 인터뷰하여 어떤 오류를 주로 보는지 알아본다.

• 간호사가 약물 라운드를 할 때 따라 다닌다.

•   간호사나 약물 투여를 많이 하는 의사(예, 마취과의사)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투약오류 경험과 지식, 실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질문한다.

• 위해사건의 흔한 원인으로 잘 알려진 약물을 연구하고, 결과를 동기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 졸업 직후에 주로 처방하게 될 약물 처방서를 개인적으로 준비한다.

•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투약력을 조사한다. 이 약물에 관해 더 알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잠재

적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그중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지 살펴본다. 약사나 의

사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고, 동기 학생들에게 알게 된 것을 공유한다.

•   투약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이란 용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병원 직원을 통해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입원과 퇴원 과정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참여하여 이 과정에서 어떻게 오

류를 예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나 문제점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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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활동

역할극 활동은 학생들에게 약물 안전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교육 도구이다.

시나리오 Ⅰ: 잘못된 약물 투여 

사건 설명

이른 아침, 오전 근무 간호사가 의사가 수기로 적은 속효성 인슐린 10 units 처방지시를 보고 환자에게 

속효성 인슐린을 100 units을 투여했다. 이 오류는 의사의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로 인해 발생하였다.

치매를 앓고 있던 그 환자는 비협조적이고, 마치 잠자는 것처럼 보였다. 간호사가 일상적인 확인을 하는 

동안, 환자가 완전히 반응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혈액 검사 결과, 환자는 저혈당 쇼크 상태였다. 간호

사는 대기 근무 중인 의사에게 연락해 오류를 보고하였다. 

환자에게 50% 포도당 주입을 하였고, 환자 병실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 카트를 준비하였다. 

환자는 몇 분 이내에 회복되어 깨어났으며,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할극

그날 아침 이후, 변호사인 환자의 아들이 환자를 방문하였다. 불안해하며 바라보다가, 그는 간호사에게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라고 질문하였다. 그의 아버지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가 오

늘 오전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침대 주위에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 인슐린을 투여했던 간

호사는 환자의 아들과의 면담을 위해 호출되었다. 

그 간호사가 일련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그녀의 오류에 책임을 지고 인정한다면, 환자 아들은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동안 제 아버지가 받아 온 치료가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 대체 어떤 간호사들이 이 병동에서 일하는 거죠?”,  “참지 않을 겁니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지

금 즉시 부서장과 말하길 원합니다!”, “이 사건의 보고서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간호사가 오류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환자 아들은 화가 날 것이고, 어떤 설명도 받

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의사가 지나가다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듣는다. 연기자가 그에게 들어와주길 요청하면, 그 의사는 방으

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 연기자가 그 의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약 8분 정도 후에 그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12분 시나리오). 그 의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토의 중이던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것이다. 간호

사는 오늘 아침 있었던 사건과 환자 아들과의 대화에 관해 말할 것이다(환자 아들이 같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 없이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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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설명

환자의 아들은 45세로 잘 갖춰 입은 변호사이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온다. 그는 자신

의 아버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나, 아버지의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 잘 받아들

이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외면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는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

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와의 대화는 이전에는 아버지를 치료하는 데 그가 도

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이후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

고, 부모에 대한 치료 부담이 모두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연기를 위한 조언

연기자는 반드시 부서장에게 사실의 은폐와 부작위(omission)에 관해 불만을 표시해야 하며, 부정적인 

매스컴의 관심을 유도(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위협을 해야 한다(예, “당신이 아버지를 거의 죽일 뻔 했습니

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니 당신은 운이 좋은 겁니다.”)

시나리오 Ⅱ: 잘못된 치료로 인한 사망

사건 설명

Sarah는 42세 여성으로 비전이성 십이지장 악성 종양을 국소 절제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Sarah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했다. 그녀는 병리 결과에 근거해 추후 

필요한 기타 치료와 수술에 동의하였다. 

수술 당일 아침, Sarah는 남편과 2명의 어린 자녀(13세, 8세)에게 인사를 했다. 작은 국소 종괴는 완전

히 제거되었고, 진단을 위해 병리과로 보내졌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

가 감소하였고, 빈맥과 저혈압이 발생하였다. 외과의사가 출혈, 찢어지거나 색전이 생긴 징후를 보이는 절

제 부위를 다시 확인하는 동안, 환자는 IV 수액을 투여받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외과의사는 프로토

콜에 따라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

Sarah가 병동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고열이 발생해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항생제 처방지시는 IV. Gentamicin 80 MGR X 3 P/D 이었다.

간호사가 받아 적은 것은 IV. Gentamicin 80 MGR X 3 P/DOSE 이었다. 

의사가 ‘day’를 의도하고 적은 글자 ‘D’를 간호사는 ‘용량(dose)’으로 잘못 받아들였다. 그 이후 10일이 넘

게 환자는 Gentamicin 240 mg을 하루에 3회씩 투여받았다.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신부전과 청력이 손실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치료를 받은 지 10일째 되



주제 11  약물 안전 향상         353

는 날, 간호 관리자가 약물의 재고를 조사했을 때 오류가 발견되게 되었다. 치료는 중단되었으나, 급성 신

부전으로 인해 환자의 전반적 상태는 악화되었다. 10일이 지나 환자는 전신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환자의 가족들은 입원 동안 근무한 간호직원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과오를 비난했다. 가족들은 부서장

과 간호 관리자에게 분노를 표출하였다. 

 환자가 사망한 후, 그녀의 남편은 수간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아내를 사망하게 한 오류와 과

오에 대해 간호사들을 비난했다. 그는 처방을 받아 적은 것으로 밝혀진 간호사에게 항의하였고, 고소하겠

다고 위협하였다.

 등장인물 설명

환자의 남편은 가게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고, 겨우 먹고살 정도로 

벌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 그는 아내의 암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한다. 그는 모두

에게 화를 낸다. 특히, 아내가 그에게 “간호사가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많은 항생제를 맞았어요.”라고 말

한 후에는 간호 직원들에게 더 화를 낸다. 그는 무엇이 아내를 죽게 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대

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병원의 고위 경영진이 개입하길 원하며, 자녀들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 그는 매우 분노하며, 소리를 지른다.  

시나리오 Ⅲ: 환자와 보건의료인과의 의사소통

사건 설명

Kirk는 54세로 일시적인 흉통을 주호소로 입원하였다. 그는 예전에 급성 관상동맥 질환으로 ICU에 입

원했었다. 이번에 시행한 예비 검사 결과로는 결정하기 어려웠고, 그의 통증은 심하지 않았다. 의사는 절

대 안정과 48시간 심장 모니터링을 처방하였다. Kirk는 과다 흡연자이며 비만이다. 그는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왔다. 

환자는 즉시 증상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그는 자동차 회사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입원을 두려워한다. 

그의 분노는 저녁 근무 중인 책임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그는 자신을 퇴원시켜 주겠다고 약속 

받았다면서, 절대 안정이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협조적이다. 그는 이미 다른 간

호사에게 단시간 내 퇴원하게 해 달라고 설득해 왔다. 이제 다시 퇴원을 요청하며, 병실에 있는 것을 거부

한다. 그는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며, 퇴원을 요구한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 

책임간호사가 그를 병동에 머물게 한다면, 환자는 그녀가 무감각한 사람이라며 비난하고, 다른 간호사

는 더 친절하며 공감해주며 이해해줬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기 근무 중인 의사가 근처에 있지만, 개입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고 있다(일부 다른 환

자들은 사건이 벌어지는 간호사 스테이션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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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설명

Kirk는 비만이며 과다 흡연자이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주목받는 것을 즐긴다. 그는 해고되거나 더 이

상 일하지 못하게 될까 봐 매우 걱정한다. 그는 2년 전 같은 병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수술대에서 사망

한 것 때문에 수술을 매우 두려워한다.

출처: These scenarios were supplied by Amitai Ziv, The Israel Center for Medical Simulation, Sheba Medical 

Center, Tel Hashomer, Israel.

사례 연구

처방오류 43  44  45  46

이 사례를 통해 투약력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74세의 남자가 새로 발병한 협심증에 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지역사회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이 환자를 진

료한 적이 없었기에 전체 과거력과 투약력을 수집하였고, 환자가 그동안 건강했으며 두통약만 복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는 두통약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의사는 환자가 두통을 느낄 때마다 복용하

던 약이 진통제(analgesic)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약은 베타 차단제(beta-blocker)였

고, 환자는 편두통으로 인해 다른 의사에게 이 약물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진찰한 의사는 

환자의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해 Aspirin과 다른 종류의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였다. 새로운 약물 복용을 시작

한 후에 환자는 서맥과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3일 뒤에 환자는 서 있을 때의 어지러

움으로 인해 쓰러져 골반 뼈가 골절되었다.

질문

- 투약오류가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가?

-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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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오류 47  48  49  50

이 사례는 약물 투여 시 확인 절차의 중요성과 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물품을 라벨 표시된 보관함에 정확히 보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8세의 여자는 얼굴이 붓고 20분 동안 가려움이 지속되는 붉은 발진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심각

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과거력이 있었다. 간호사는 의사가 투여를 요청할 때를 대비해 1:10000 

Adrenaline(Epinephrine) 10 ml(1 mg)을 10 ml 주사기에 재어 환자의 침상 옆에 두었고, 그동안에 의사는 

환자에게 IV 캐뉼라를 삽입하였다. 의사는 간호사가 두고 간 10 ml의 투명용액이 담긴 주사기를 보았고, 이

것을 생리식염수로 생각했다. 그 당시에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았다. 의사는 생리식염수로 IV 

라인을 채우려는 생각으로 10 ml의 Adrenaline(Epinephrine) 전부를 IV 캐뉼라를 통해 주입하였다. 환자가 

갑자기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빈맥이 발생한 뒤 맥박 없는 무의식 상태가 되었다. 심실성 빈맥

(ventricular tachycardia)으로 판단되어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다행히 회복되었다. 과민증(anaphylaxia)에 

대한 Adrenaline(Epinephrine)의 권장 용량은 0.3~0.5 mg을 근육 주사하는 것이지만, 이 환자에게는 1 mg

이 정맥으로 주입되었다.

토의

- 이 위해사건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 팀이 더 잘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242-243.

모니터링 오류 51  52  53  54  55

이 사례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관해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환자들은 항

상 처방된 약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부정적인 결과

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철저한 약물복용력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목 골절로 인해 심부정맥 혈전이 생겨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경구용 항응고제(oral anticoagulants)를 시

작한 환자가 있었다. 계획된 치료기간은 3~6주였으나, 환자와 지역사회 의사 모두 계획된 치료기간을 알지 

못했다. 환자는 몇 년 동안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출혈 위험성이 불필요하게 증가되

었다. 어떤 시점에 이 환자는 치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항생제를 복용한 지 9일 뒤 

허리 통증이 발생되고 저혈압이 나타났다. 이는 자연 후복막 출혈(spontaneous retroperitoneal haemorrhage)

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수혈을 받아야 했다. 혈액응고검사에서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항생제는 항응고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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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 위해사건과 관련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이 위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출처: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for Medical School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242-243.

유해 작용(adverse effects)로 이어진 처방오류

이 사례에서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전신 면역결핍 상태를 과소 평가하여, 전신 항생제의 유해 작용을 예방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42세의 HIV 양성환자가 신경치료, 치주 질환, 충치 제거를 포함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왔다.

과거력 조사 후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치과 치료 전에 예방적 항생제

를 처방하였다. 두 번째 방문 시 구강 내 검진을 시행하였고, 치과의사는 진균(Candida) 감염으로 보이는 구

강 병변을 발견하였다.

치과의사는 HIV/AIDS 환자들에게 전신 항생제를 투여하면 진균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적

절한 항진균 약물을 같이 처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환자의 내과의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환

자의 전신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치과의사는 환자의 면역결핍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구강의 진균 병변을 치료하

기 위해 환자의 내과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하였고, 필요한 치료를 한 후에 환자가 돌아왔다. 환자의 전신 상

태, 구강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치과 치료는 연기되었다.

질문

- 환자의 내과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치과의사가 세운 초기 치료 계획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 치과의사가 환자의 면역결핍 상태를 과소평가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   치과의사가 HIV 양성환자에게 전신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항진균제를 같이 처방하지 않게 한 요인은 무

엇인가?

출처: Case supplied by Nermin Yamalik, Professor,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Dental Faculty, Hacettepe 

University, Ankara,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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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례에서 약사는 환자가 약물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환자에게 환자가 복용하고 있

는 각각의 약물과 적절한 사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Mary는 81세의 여성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만성 허리통증과 관상동맥성 심질환(coronary heart disease), 

지속적 통증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복용하고 있

는 약물은 신경과의사, 내분비내과의사, 2명의 일반의사, 류마티스내과의사에 의해 처방된 것으로, 총 18개의 

다른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 약물의 대부분은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약물이다. 그녀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NSAIDS)를 자주 

복용함에 따라 위염을 앓고 있어 진통제를 복용할 때마다 매우 경계하게 되었다. Mary는 다양한 종류의 진

통제(Paracetamol, Ibuprofen 등)를 사기 위해 각각 다른 약국에 갔다.

Mary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의 위장관 독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

과 함께 복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y는 차도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Mary는 Tramadol의 약

물 이상반응을 걱정해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 너무 심한 통증이 생길 때는 Paracetamol을 복용했으나, 

통증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그녀는 항우울제인 Citalopram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지 일주

일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고, 점차 가끔씩 복용하게 되었다. 상자 B.11.1은 Mary가 복용하고 있는 전체 약물 

리스트이다.

상자 B.11.1.    환자의 약물 리스트

신경과의사:

Gabapentin

tramadol + paracetamol (통증 완화)

thiaprofenic acid (통증 완화)

일반의약품 + paracetamol (통증 완화) 

내분비내과의사:

levothyroxine

omeprazole

colecalciferol+ Ca+Zn+Mn

colecalciferol

atorvastatin

atrontium ranelate

diclofenac (통증 완화) 

일반의사:

citalopram

bromazepam (공포증)

nimesulide (통증 완화)

tramadol (통증 완화)

metamizol (통증 완화)

metoprolol

indobufen

류마티스내과의사:

Meloxicam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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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Mary가 약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시간을 내어 각각의 약물에 관해 설

명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약사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NSAIDS)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부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에 관해 Mary와 함께 의논하였고, 다음에 관해서도 의논하였다.

- 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용량의 Paracetamol과 Metamizol을 함께 복용 가능

- Citalopram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

- Mary의 약물복용력과 병력에 관해서 의사에게 알리는 것의 중요성

- 약물 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s)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물 상호작용을 평가할 필요성

- 일반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금기증에 관해 알아볼 필요성

Mary가 약사를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그녀는 통증 관리에 만족하고 있었다.

질문

- 어떤 의사소통 오류가 Mary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결과를 유발하였는가?

- 보건의료인 간의 부족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문제는 무엇인가?

- 모든 환자들이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환자에게 처방되고 복용하는 약물에 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기전을 도입할 수 있는가?

- 약물을 처방하고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이 가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 일반의약품에 관해 조언하는 약사의 책임은 무엇인가? 

- 일반의약품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출처: Jiri Vlcek, Professor of Clinical Pharmacy and Pharmaceutical Care. Clinical phartmacists on internal 

department in teaching hospital in Hradec Kralove Charles University, Prague, Faculty of Pharmacy, Department 

of Social & Clinical Pharmacy.

도구 및 관련 자료

WHO 환자안전 해결책

환자안전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요약 자료이며, 많은 부분에서 약물 문제를 다루고 있다.

Solution 1 – 외관이 비슷한 약물(look-alike drugs), 발음이 비슷한 약물(sound-alike drugs)

Solution 5 - 고농축 전해질 수액의 관리

Solution 6 – 치료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서 투약의 정확성을 보장

Solution 7 – 카테터와 튜브를 잘못 연결하는 것을 방지

Solution 8 – 일회용 주입 장치

이 문서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다(http://www.who.int/patientsafety/solutions/en/; accessed 1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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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터넷 참고자료

•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례를 사례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http://www.webmm.ahrq.

gov). 다른 유용한 참고자료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Horsham, PA) (http://www.ismp.org)

와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http://www.npsa.nhs.uk)가 있다.

교육용 DVDs 

Beyond Blame 다큐멘터리 

이 DVD는 10분 영상으로 학생들이 약물 안전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영상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가 그들이 경험한 심각한 투약오류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DVD는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http://www.ismp.org; accessed 1 July 2016)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The WHO Learning from Error 워크샵

이 워크숍은 투약오류(Vincristin의 척수강 주입)를 설명하는 DVD를 포함하고 있다. 이 DVD는 오류의 

다요인적 특성을 보여준다.

도서 

•	 Vicente K. The human factor. London, Routledge, 2004:195-229.

•	 Cooper N, Forrest K, Cramp P. Essential guide to generic skill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2008.

•	   Institute of Medicine. Preventing medication errors: quality chasm ser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2006(http://nationalacademies.org/hmd/reports/2006/preventing-medication-errors-

quality-chasm-series.aspx; accessed 1 July 2016).

지식 사정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해 약물 안전의 지식과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

• 선다형 문항(MCQ)

• 약물 용량 계산 퀴즈

• 단답형 문항

• 투약오류와 관련된 사례 연구에 관한 반성적 글쓰기(기여 요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을 고려) 

• 학습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활동

• 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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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조화 임상 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은 처방/조제/투여 활동을 

포함한다. 이 시험은 투약력과 알레르기 이력을 수집하고, 5 Rights와 알레르기를 확인해 약물을 투여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약물에 관해 교육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확인하게 해준다.

교육과정 지침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 이러한 평가 주제가 구체적으로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주의해야 한다. 약물 안전의 특정한 측면에 관해 학생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파

워포인트에는 약물 안전 영역에 관해 사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교육방법 평가

평가는 교육 세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교수자 지침(파트 A)에

서 중요한 평가 원칙의 개요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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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 강의 슬라이드: 약물 안전 향상 

일반적으로 전달 중심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환자안전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강의를 고려하

고 있다면, 강의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룹 토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포함하는 이슈

를 끌어내는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예, 비난 문화, 오류의 특성, 다른 산업에서 오류 관리 방법)에 관해 질

문하는 것이다. 

주제 11에 관한 슬라이드는 교육자가 이 주제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환

경과 문화에 맞게 슬라이드를 수정할 수 있다. 지도자가 모든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수업에서 다

뤄야 하는 범위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약물명은 WHO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에 따라 표

기함(http://www.who.int/medicines/services/inn/en/; accessed 1 July 2016).





부록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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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PSEF)

호주 환자안전 교육 프레임워크(Australian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APSEF)는 프레임워

크를 구축할 때 참고한 문헌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단행본을 가지고 있다. 문헌 검토 시 보고방식으로 

Campbell Collaboration style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교수들의 교육과정 개

발과 환자안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문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safetyandquality.gov.au/wp-content/uploads/2012/01/framewkbibli0705.pdf; accessed 8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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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정방법 예시

예제 1: 변형된 에세이 문항(MEQ) - 사건 (주제 6과 8)

학생들을 위한 설명

20세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길에서 넘어졌는데, 자동차가 멈추지 않아 차에 치었다. 그는 

의식은 있지만, 조리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는 아마도 쇼크 상태일 것이다. 당신은 (보건의료 계열 학생으

로서) 사고 현장에 천천히 다가가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당신을 불러 세우고 도움을 요청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치료 시 관련된 3가지 중요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법적/전문가적 책임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하시오.

                                                                                                                                  

                                                                                                                                  

                                                                                                                                  

의식이 없는 환자와 의식이 있는 환자를 위한 동의서의 구성요소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임상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의 어려움을 요약해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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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객관식 문항(MCQ) 주제 4와 8

학생으로서 여성 노인 환자의 무릎 관절 치환술을 참관하게 되었다. 당신은 수술 하루 전날 그 환자가 왼쪽 

무릎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치료 받고 낫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

이 수술실에서 담당 외과의사가 그의 보조 의사에게 오른쪽 무릎을 수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학생으로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모두 선택하시오.

a) 당신이 다른 환자와 혼동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b) 의무기록을 다시 확인하여 어느 쪽 무릎 관절 치환술을 하는지 확인한다.

c) 환자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d) 병원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학생이 아마도 잘못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e) 당신 생각에 그 환자는 왼쪽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었다고 외과의사에게 이야기한다.

f) 외과의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조용히 있는다.

설명: 모든 사람은 환자안전에 대해 주어진 역할이 있다. 각 개인은 환자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오류로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건의료팀의 하급 직원들도 팀에서 중요한 눈과 귀이고, 

그들의 노력이 시스템 안에서 많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잘못된 부위에 행하는 수술은 위해사건에서 중

요한 유형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자와 수술부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임상적으로 증명된 

가이드라인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팀의 하급 직원들이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하도록 요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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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1: 환자안전에 대한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 스테이션 (주제 8과 6)

방 번호:

환자와 의사소통: 위해사건

학생들을 위한 설명

서혜부 탈장 수술을 마치고 환자가 막 나왔다. 수술실에서 수련 중인 외과의사가 시술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감독하던 외과의사가 넘겨 받아 수술을 시행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시행되었

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술부위 주변으로 넓게 멍이 들어 있었다. 당신은 이 환자의 염려에 대해서 

환자와 논의하기를 요청 받았다.

주의사항: 시험 감독에게 당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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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2: 환자안전에 대한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 스테이션 (주제 8과 6)

방 번호:

환자와 의사소통: 위해사건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 

시험 시작 전에 설명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당신은 급성 맹장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왔다. 당신은 이전에 배관공으로 건강하게 일했다.

당신이 마취에서 회복 중일 때, 수련의사가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

려웠다고 수술실 간호사가 설명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외과의사가 이어서 개복술을 잘 마무리 했다.

수술 부위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아팠다. 그러나 약간의 진통제를 처방 받고 조금 나아졌

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일찍이, 당신이 받은 치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소할 생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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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3: 환자안전에 대한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 스테이션 (주제 8과 6)

방 번호:

환자와 의사소통: 위해사건

시험 감독관을 위한 설명

시험 시작 전에 학생들에 대한 설명과 표준화 환자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학생과 인사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인쇄물을 나누어 주세요.

학생과 표준화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세요.

과정 중이나 후에 학생이나 표준화 환자와 상호작용하지 마세요.

이 시험의 목적은 위해사건에 대해 환자와 대화하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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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4: 환자안전에 대한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SCE) 스테이션 (주제 8과 6)

방 번호:

평가서:

환자와 의사소통: 위해사건

학생 이름:                                                                                                        

시험 감독관 이름:                                                                                                                                                                                                

학생과 인사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인쇄물을 나누어 주세요.

학생에게 신분증을 받아서 평가서의 상단에 부착하세요.

각 기준에 적절한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이 예제의 표준 기대치는 의학과 또는 간호학과 최종 학년의 수준입니다.

각 영역에 적절한 위치에 동그라미 하세요.

능숙하게  

수행함

수행했으나 완전히

능숙하지는 못함

수행하지 못했거나

미숙함

환자에게 최초접근 방식

(자신을 소개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한다.)
2 1 0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2 1 0

‘진실 말하기(open disclosure)’의 원칙을 보여준다. 2 1 0

위해사건 후에 환자들이 지지받고,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1 0

위해사건 후 환자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 2 1 0

불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관리한다. 2 1 0

총 점수

시험의 전체 등급 합격 경계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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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단답형 질문

아래의 질문들은 간호사와 조산사를 사정하는 질문이지만, 의대 및 치대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 환자가 수술을 받는다. 이 사례의 병력도 시험 문제의 일부이다.

McDonald씨의 수술을 준비하는데,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당신이 발견했다.

Q1

McDonald씨의 수술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Q2

유효한 수술동의서의 요소를 나열하시오.

Q3

수술동의서를 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오.

Q4

  McDonald씨가 언제 마지막 식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수술 전에 금식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McDonald씨는 수술을 마치고 당일 오후에 당신이 있는 병동으로 이송되었다. 수술은 잘 되었다. 수

술부위는 드레싱으로 덮여있다.

Q5

McDonald씨에게 해야 할 수술 후 간호 사정을 3가지 나열하고, 각 사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시오.

Q6

어떤 감염관리 방법이 McDonald씨에게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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