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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logy of events
B 타입의 대동맥박리와 신부전 병력이 있는 40세 여성, Whitney Dobsen이 왼쪽 가슴과 팔이 붓고 호흡곤란으로 입
원함. 입원 동안 진단과 치료적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함.
환자는 코카인 사용, 만성신부전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거의 조절되지 않고, 입원 6개월 전 B타입의 대동맥박리를 진
단 받고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음. Metoprolol, minoxidil, benazepril(ACE inhibitor), nifedipine, clonidine을 포함한
약물을 장기 복용 중이고,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큰 심낭삼출(pericardial effusion)이 몇 달 전 발견됨. 환자
의 신장전문의는 이 합병증을 minoxidil 때문으로 여김.
입원 3일 전 Ms. Dobsen은 왼쪽 가슴과 팔에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고, 빈호흡과 마른 기침을 호소함. 가슴 통증
과, 구역질, 구토, 체중 감소, 열은 없었고, 입원 진찰 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고 분당 25회로 중증도의 빈호흡이 있
었음. 체온은 37.5°C, 맥박은 분당 100회, 혈압은 180/110mmHg 이었음. 진찰 기록에 좌하엽에서 호흡 마찰음,
normal jugular venous pressure, and an S4 gallop이 있었음. 왼쪽 가슴이 약간 부었고 왼쪽 손등에 약간 함요부종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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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백혈구수(WBC) 11.1 X 10 cell/L, 적혈구 용적률(Hct) 0.302, 만성적으로 높아 있는 혈액요소질소(BUN)는
6.78 mmol/L, 크레아티닌(Cr)은 247.5 ㎛ol/L(2.8mg/dL)임. 가슴 방사선에서 multisegmental atelectasis 또는 폐렴으
로 보이는 좌하엽 경화가 보였고, 심전도에서는 sinus rhythimr과 비특이적인 lateral ST-segment와 T-wave의 변화를
보임.
초기 소견으로 왼쪽 상지의 심부정맥혈전증과 왼쪽 유방암 가능성에 따른 과다응고상태와 관련된 폐색전증이 의심됨.
방사선 레지던트의 spiral CT 스캔 초기 판독에 따르면 폐색전증은 없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방사선 주치의가 다시
평가한 것에 따르면 우상엽과 하엽에서 분절색전증이 나타났으며, 만성 b타입 대동맥박리와 “커다란 심낭삼출”이 확
인됨.
환자는 헤파린 정맥주사와 경구 와파린이 처방되었고, 유방조영술에 따르면 유방암은 아니었으며, 왼쪽 상지의 초음
파로 심부정맥혈전증은 발견되지 않았음.
다음 며칠 동안 환자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간헐적인 호흡 곤란과 기침을 보고함. 호흡수가 분당 15로 감소하였지
만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3L의 산소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였음. 왼쪽 가슴과 팔의 붓기는 가라앉
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입원 일주일 후, 환자는 와파린에 대한 느린 항응고 반응 때문에 입원을 지속하였음. 유방조영술 후 유방암의 가능성
은 배제되었고, 과다응고상태를 검사했으나 없었음. 협진을 의뢰한 혈액내과 전문의는 지난 입원에서 삽입되었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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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쇄골하정맥 카테터가 혈전증이나 협착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을 것이라 조언했으나, 가슴과 팔의 MRI 검사
결과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은 발견되지 않음. 검사 결과 왼쪽 중간의 쇄골하정맥의 비혈전성 협착증과, B타입의 대동
맥박리와 “커다란 심낭삼출”을 보였음.
심초음파검사 상 큰 심낭삼출을 확진(과거보다 약간 증가함)하였고, 폐색전증 전문분야의 방사선 전문의가 입원 시
시 행한 CT 스캔을 재판독한 결과 폐색전증은 없었음.

An error or Not an error?
¾

1999년 미국 IOM에서 의료 과오로 인한 매년 44,000~98,000명의 사망을 보고한 후, 이
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왔음. 유해 사례에 대한 평가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으
나, 예방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함. 더욱이
예방 가능한 유해 사례가 이미 급성 및 만성의 여러 질환을 많이 경험한 입원 환자의 예
후에 실제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잘못된 약물의 투여나 잘못된 환
자에 대한 침습적 시술을 행하는 경우에, 그것을 “예방 가능한 유해 사례”로 생각하고 예
방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반론은 없음.

Diagnostic Testing
의료 질에 대한 2가지 사례,
1) 영상이미지와 같은 경우 진단 검사의 해석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2) 새로운 진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규제해야 하는가?
¾

방사선 검사 결과는 초기의 판독과 최종 판독 결과가 다른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지금까
지의 연구에서 방사선 내부 판독의 일치도는 종종 보통 수준에 불과하여 방사선 결과의
판독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적음. 방사선 검사의 판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일반
적인 전략은 “positive” 결과의 판독을 미리 구분한 “high”, “moderate”, “low”와 같은 확
률에 근거한 해석으로 확장시키는 것임. 폐색전증 판독이 좋은 사례이며, 환기관류 스캔,
심부정맥혈전증 하지 검사, 폐혈관조영술은 검사 특징이 잘 세워진 것들임. 정확한 “posttest probabilities”를 위한 검사의 결과와 임상적 요인을 결합한 알고리즘 역시 존재함.

¾

이 사례에서 “과오”는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검사하기 위해 찍은 spiral CT(나선형 CT)의
판별과 관계 있음.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해 빠르게 보급되었지만 문헌적으로 기존의 환기
관류 스캔과 같은 전체적인 신뢰도와 판독의 다양함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¾

이 문제는 새로운 의학 기술의 보급에 관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 위의 경우에서 환자는 모
범 기준이 이미 세워진 폐혈관조영술이나, 환기관류 스캔 대신 새로 들여온 나선형 CT를
이용하여 진단 검사를 받음. 의료기술평가 (health care technology assessment)가 나선형
C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일상 업무에 빠르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새
로운 진단 기술은 보통 강력한 근거가 지원되기 전에 앞서 일상 업무화가 된다는 것을 보
여줌.

¾

이 케이스의 임상적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의료진이 상지의 심부정맥혈전증에 기인하는
왼쪽 팔의 부종에 중점을 두어 폐색전증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는 다소 어려웠음. 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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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폐색전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다양할 수 있
음. 이 경우 환자의 전체적인 임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폐색전증의 초기 가능성
과 부합함. 따라서 폐색전증에 대한 정밀 검사는 합당하고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환기관류
스캔과 초음파 음성 결과는 정당화될 수 있음. 의료진은 아마도 나선형 CT 스캔이 같은
정도의 조영제 부담을 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범 기준이 있는 폐혈관조영술을 환자
의 신기능을 위해 더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 검토 결과, 나선형 CT스캔을 사용하는 것과
표준화된 평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 새로운 진단 기술의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의사결정이 남겨졌음.

입원 1주일 후 의료진은 폐색전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심장막천자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Ms. Dobsen의 항응고 약물
중단을 결정. 신장내과전문의의 권고로 심낭삼출의 원인으로 가능한 minoxidil 투여도 중단함. TSH(thyroidstimulating hormone)과 ANA(antinuclear antibody)는 정상이었음.
이 당시, 환자는 호흡곤란은 덜해지고 분당 20회로 편안하게 호흡하였으며 산소포화도는 98%로 보고됨. 혈압은
150/80mmHg, 기이맥(pulsus paradoxicus)은 10mmHg미만, 맥박수는 분당 80회였음. 유의한 목정맥확장은 없었음.
팔과 유방의 부종은 개선됨. 심초음파의 감시하의 심막천자술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일었음. 신장내과
협진의는 처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삼출이 minoxidil에 기인하며 최근의 항응고약물의 투여 때문에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강하게 생각함. 심장전문 협진의는 호흡곤란 및 팔과 유방의 부종, 삼출의 크기, 그리고 조기 심장압박
(tamponade)의 가능성을 시사한 심초음파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에 의아한 상태였고 당시가 목요일 오
후였으므로, 심장내과전문의는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수술보다는 심막천자술을 금요일에 정규시술로 하기를 원
했음. 담당 주치의는 그 처치에 대하여 찬성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심초음파검사 결과와 심장내과전문의의 추천 (left
us with little recourse to the tap)에 동의함. 불행히도 레지던트가 전날밤 환자의 항응고치료 중단을 잊어버려 처치는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의 투입 후에 비교적 정상응고상태까지 연기됨. 결국 처치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원
래 하기로 되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심장전문의가 시행함. 심장전문의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사람이었고, 모든 도관
삽입술의 보조인원들이 참석하였고, 심막천자술 시에 환자의 INR(항응고수치)은 1.3이었고 그녀의 PT time은 정상수
치 이내였음.
환자의 비대한 간과 그녀의 중등도의 비만, 그리고 삼출의 위치 때문에 심막천자술은 심장끝쪽 접근법을 사용하였으
며 100ml의 혈액이 흡인됨. 처치는 혈기흉(hemopneurothorax) – 아마도 늑간막 동맥의 열상에 기인함- 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맥박이 뛰지 않고 심정지를 유발함. 환자는 흉관을 삽입하고 1L 이상의 혈액을 제거한 뒤 10분 후에 성
공적으로 소생되었음. 환자는 수술방으로 옮겨졌고 심막창이 만들어졌고 흉막 및 심막 배출관이 삽입되었음.

Hindsight Bias
¾

심막천자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오였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시술을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되돌아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라도 예방 가능한 시스템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에 직면한 경우인 반면, 항응고제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던 의사는 명
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오임. 약물과 관련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CPOE, 오더 중지, 진료
팀에 임상 약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여러 방법이 제안됨.

¾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오프 시간 동안 응급이 아닌 침습적 시술을 행하는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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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됨.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영향이 잘 알려져 있다면 Hindsight bias를 가졌
을 때 의사결정을 예측하려는 유혹이 매우 강해짐.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심막천자를 더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라는 논쟁을 하며 미리 예정하여 시
행하여 과오를 일으켰다고 규정지으려 할 것임. 물론, 의사가 기다렸다 환자가 cardiac
arrest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심초음파를 보았을 때 effusion이 크고 지속적이었
으므로 주중에 적절한 심막천자가 유해 사례를 예방하는데 적절했다”고 지적하며 태만에
의한 과오라 생각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전체적인 결과
를 향상시켰을 것인지? 만약 그렇더라도 이러한 일화로부터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규정화
된 평가 틀 내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위험함.

환자는 회복하는 듯 했지만 몇 일 후 오른쪽 흉막흉통과 저혈압이 발생함. 담당 레지던트는 환자의 심막 배출관이 예
정보다 2일 일찍 제거된 것을 알았지만 심막창이 최근에 만들어진 후엔 심막삼출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함. 따
라서 폐색전증을 다시 의심하게 되고 헤파린을 정맥주사하고 spiral CT를 재처방하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음.
그날 오전 늦게 환자의 주치의는 항응고제 약물과 관련한 치료를 중단함. 응급 심초음파 검사상 좌측 동맥을 압박하
고 있던 심막 속의 큰 혈전이 발견됨. 심초음파 검사 동안 환자는 심전도상 맥박이 없는 두 번째 심장 발작이 발생하
였고, 중환자실에서 응급 흉골절개술을 시행하여 심막 혈전을 제거하고 좌심방의 열상을 봉합함. 이 열상이 초기 카
테터 삽입 때문인지 연이은 심막천자술 때문인지는 불분명함. 수술 후 심전도 검사상 심막염을 시사하는 전반적인
ST-segment의 상승이 관찰됨.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환자는 R-on-T 현상을 보이고 이어서 뒤틀린 빈맥과 무맥박의 심실 빈맥이 수반되어 기도삽관
과 제세동을 시행하고 aminodarone 치료를 시작하였음. 검사 결과 상 신기능 악화와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 결국 투
석을 시행하였음.

Asking for Help
¾

한눈에 보면 심장압박의 가능성을 중단하고 항응제를 다시 시작한 결정이 이 사례의 최악
의 의사결정 같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오”였는지, 과오가 어떻게 예방 가능할 수 있
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움. 심막창을 만든 후에 심장압박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특정 임상 문제는 잘 훈련된 내과의사가 알도록 기대되는 지
식 이상의 것임.

¾

여기에서 레지던트가 범한 과오라 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임.
“supervision”의 문제로 본다면 자문을 구하는 시기는 모든 의사에게 있어 결정하기 어려
운 문제이며 많은 의료 분야에 있어 중요한 원칙의 문제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술문
“strong” 또는 “weak”와 같이 학생이나 레지던트들이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과도한 일
에 직면하여도 도움이나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힘든 환경을 초래함. 의무적인 자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유일한 연구에서, 이 중재법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행히 환자는 회복되었고, 장기 투석으로 병원에서 퇴원함. 비록 그녀가 결국엔 투석이 필요했었을 지라도 그녀가
겪은 합병증들이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가속화 시켰음. 결론적으로 담당 의사는 환자의 심낭삼출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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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xidil 때문이고 입원 당시 마른 기침은 ACE inhibitor(benazepril)의 사용을 원인으로 생각함. 입원이 27일 동안
지속되었고 총 병원비는 $212,439였음.

Limitations to a commonly proposed patient safety paradigm
¾

지금까지 대부분의 환자 안전 운동은 과오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과오의 특성과 원인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성과, 과오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변화에 중점을 둠. 가장 많
이 사용되는 후향적 검토 방법은 “근본-원인 분석”(root-cause analysis)으로, 그 목적은
조직 내의 원인을 포함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을 밝히는 것임.

¾

이 사례에서 근본-원인 분석으로 진료 체계의 향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이 환자의
경우 수 많은 의원성 질환과 관련된 많은 유해 사례를 경험하였는데, 환자 진료에서 과오
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유해 사례와 관련한 의사
결정이나 상황이 과오로 쉽게 분류되지 않고 매우 불확실한 방식의 결과로 귀결됨.

¾

추가 검토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것은 환자 안전의 패러다임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권고하
는 데 대해 매우 요긴하나, IOM의 보고서 및 모든 “과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과오가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불분명하여, 모든 사례에서 근본-원인 분석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수술 부위처럼 심각한 사례에서만 시행해야 하
는지 평가하기 어려움.

¾

개별 사례를 모두 분석하는 것보다, 단일 사례에서 부정확성과 불분명함을 분석함으로써
유해사례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근본-원인 분석이 잘못 된
경우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근본-원인 분석이나 의무적 보고를 시도한
경우 우리가 선택한 접근법의 특성과 장단점, 한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Priorities for enhancing patient safety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노력할 것인가?
1. 이미 검증된, 비용 효과적인 중재법을 실행해야 함. 과오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는 것 보다 고위험 환자에게 항응고제 사용, 금연,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혈관재형성
등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음.
2. 투약 오류와 같이 대규모의 체계적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
재법을 개발하고 평가해야 함.
3. 흔한 유해 사례에 대해 인지학적, 절차적 원인을 조사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함.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효용이 있지만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며, 공중 보건은 병원 외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병원에만 중점을 두어선 안됨.
4. 이 사례에서 본 것처럼, 모든 과오가 시스템 과오는 아님. 시스템의 과오를 줄이도록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학에서는 교육, 전문가, 가치, 책임감, 설명
등 환자 안전에 대해 유용한 다른 접근법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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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rong Patient
Chassin M.R., Becher E.C. Ann Intern Med. 2002;136:826-833

Summary of Events
67세 여성인 Joan Morris가 뇌혈관조영술을 위해 수련병원에 입원함. 시술 다음날 실수로 침습적인 전기생리학 검
사(invasive electrophysiology study)를 경험함.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졸 학력인 환자는, 의사인 딸이 있고 몇 달 전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기 전까지 건강하였
음. MRI에서 두 개의 큰 동맥류가 발견되어 치료방사선과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위해 입원함.
입원 다음 날 뇌혈관조영술이 시행되었고 동맥류 중 하나는 성공적으로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두 번째 동맥류는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입원이 계획되었음. 혈관조영술 후 준중환자실(telemetry unit)에서 원래 병
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혈액종양 병동(oncology floor)으로 이송되었음. 퇴원이 계획된 날 아침 침습적인 전기생리
학 검사가 시행되었고, 시술한 지 약 한 시간 후에 Ms. Morris가 잘못된 환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짐. 검사는 중단되
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방으로 되돌려 보내짐.

Performing an invasive procedures on the wrong patient
¾

잘못된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을 행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
오 중 가장 큰 문제이지만, 발생률에 관해서 알려진 연구가 없음. JCAHO에서 “sentinel
event”에 관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국가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7년
동안 단 17건 만이 보고되었고, 뉴욕 주에서는 오래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료 과
오 보고 시스템이 있지만 4년여 동안 단 27건이 보고 되었음. 의무적인 의료 과오 보고
시스템이라 해도 “잘못된 환자”의 시술의 발생률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음. 1999년
뉴욕 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수술 후 48시간 이내의 사망”처럼 보고가 의무적으로 요구되
는 유해 사례 중 16%만이 보고됨. 의료 분야 연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
으며 잘못된 환자에 대한 침습적 시술을 보고한 연구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음. 이러한
사건의 발생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함.

Chronology of events
Joan Morris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77살 여성 Jane Morrison이 전기생리학 시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서 이송되어
준중환자실에 입원함. Ms. Morrison의 시술은 2일이 연기되어 Ms. Morris가 퇴원하기로 한 당일로 예정됨.
전기생리학 검사실 간호사(RN1)는 아침 스케줄 확인을 위해 전기생리학 검사실 컴퓨터에 로그온 하고
Ms. Jane Morrison이 첫 환자인 것을 확인하고 (전기생리학 검사실의 컴퓨터는 병원의 main computer
6:15

와 연결되지 않음) telemetry floor에 전화하여 자신을 밝히고 (환자의 이름 외엔 다른 정보 없이) “환자
Morrison”을 찾음.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전화에 응답한 사람은 Morrison이 혈액종양 병동으로 옮겨졌
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준중환자실에 있었음.
RN1은 oncology floor에 전화하여 (Ms. Morrison으로 착각한) 환자를 전기생리학 검사실로 옮겨야 한다

6:20
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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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거의 끝난) Joan Morris의 간호사, RN2는 전날 담당 간호사가 전기생리학 시술에 대해서 언
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생리학 시술을 위해 환자를 옮기기로 동의함. RN2는 환자의 의무기
6:30

록에 처방이 없었지만 연구 참여 일정이 잡혔다고 생각함. Ms. Morris는 전기생리학 시술 계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시술을 꺼려하였으며 구토증상이 있었음. RN2는 전기생리학 검사실에 도착한
후에는 시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환자에게 알림.
RN2는 Ms. Morris를 환자 의무기록과 함께 전기생리학 검사실로 데려옴. 환자가 시술을 하고 싶지 않다
고 한번 더 표현한 후 RN1은 전기생리학 검사실 주치의를 호출하였고, 주치의는 바로 응답을 하였음.
주치의는 환자와 이야기 하기를 원하였고, 환자는 구토증세가 있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다시 한

6:45

번 표현함. 주치의는 전날 저녁 (원래 환자인) Jane Morrison을 잠깐 만났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얘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 의사는 전날 환자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
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다소 의아해함. Ms. Morris와 이야기 한 후에 RN1에게 구토증세를 위해
prochlorperazine 정맥주사 투여를 처방하고 환자가 시술에 동의했다고 말함.

6:45
7:00

RN1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당일 일정에 동의서를 받았다고 되어있었지만 동의서가 없음을 발견
하고 전기생리학 검사실 전임의에게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호출함.

7:00

전임의가 도착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가 없음에 놀랐지만 환자와 시술에 대하여 논의하고

-

“EP Study with possible ICD and possible PM placement”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을 얻음. 시간직 간호

7:15

사, RN3가 동의서 과정을 목격함. Ms. Morris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Prochlorperazine가 주어짐.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간호사가 도착하였을 때 RN1가 아침 일찍 시작해야 하는 환자가 도착하였다고

7:10

알림. 환자의 이름은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담당 간호사가 전기생리학 검사실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를 위해 떠남.

7:15
7:30

RN3는 환자를 테이블에 눕혔으며 모니터를 부착하고 환자에게 시술에 대해서 설명함. Ms. Morris는 창백
해졌고, RN3에게는 전기생리학 시술 시 있을 수 있는 적응증으로 여겨짐.
신경외과 팀의 아침 회진 시 Ms. Morris가 방에 없는 것을 발견한 레지던트가 놀람. 전기생리학 시술에
대해 알게 된 후 전기생리학 검사실에 내려와 (환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은 채) “왜 내 환자”가 여기에

7:30

있는지, 시술에 대한 오더를 알지 못한다고 알림. 환자를 이미 두 번 이나 마주한 간호사 RN1이 레지던
트에게 환자가 당일 첫 케이스라고 알림. 레지던트는 주치의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검사를 오더한
것으로 간주한 채 전기생리학 검사실을 떠남.
또 다른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간호사(RN4)와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주치의가 도착함. 주치의는 시
술방 밖의 컴퓨터에 섰고 환자의 머리에 수술 전 처치가(draping) 되어 있어 환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

8:00
음. 전임의는 femoral sheaths를 삽입하며 시술을 시작하였고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y catheter를
통해 심장의 programmed simulation을 시작함.
준중환자실 간호사(RN5)가 (시술 받기로 되었있던 환자인)Jane Morrison이 호출되지 않은 이유를 알기
8:30
위하여 전화하였고, RN3가 전화를 받아 현재 시술중인 환자(Joan Morris)의 케이스의 예상 완료 시간에
8:45
대해서 RN4와 상의한 후 RN5에게 Ms. Morrison을 10시에 내려 보내라고 전함.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간호사는 오전 케이스에 대한 환자 스티커를 만들며 Joan Morris라는 환자는 오
8:30
전 기록의 목록에 있는 다섯 명의 이름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함. 검사실에 들어가며 fellow에게 환자
8:45
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함. Fellow는 “우리 환자”라고 확인하였고, 이 시술은 기술적으로 주의가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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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고 Ms. Morris가 미리 나눠진 일정 후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함.
90분 전 신경외과 레지던트와 같이 치료방사선과 주치의도 Ms. Morris의 병실이 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람. 그는 Ms. Morris가 전기생리학 검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봄.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주치
9:00
의가 간호사에게 Morris라는 이름의 환자에 대한 전화를 언급하며 Jane Morrison이 테이블에 있는 환자
9:15
라고 말함.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간호사는 의사에게 사실은 Joan Morris가 테이블에 있다고 정정함.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주치의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기를 요청하고 과오를 깨달음.
검사는 중단되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혈액종양병동으로 돌려보내짐. 전기생리학 검사실 담당 주치의는
9:15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과오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는 관찰을 위해 밤새 병원에 머무르다 다음날 퇴원
9:30
함. 신경외과에서 남아있는 동맥류를 위한 수술 일정을 정하기 위한 외래 추적 날짜를 결정함.

Uninformed Consent
¾

사전동의 과정은 환자가 자신이 받는 진료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완전히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유해 사례로부터 환자와 의료 제공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에는 큰 결함이 있음.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의 환자는 사
전동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음.

¾

Ms. Morris가 사전동의에 서명한 이유는 두 번째 동맥류수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전기생리학 검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두 가지 시술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임. Ms. Morris가 사전동의에 서명을 했지만 진정한 “사전동의”는 아니었음.

Disclosing errors
¾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과오에 대해서 바로, 그리고 완전하게 털어놓은
것임. 과오로 인하여 유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알리는 윤리적 의
무가 가장 중요함.

The role of individuals and systems in causing this adverse event
¾

이 사건에서 과오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심리학자이며 사고 전문가인 James
Reason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개인이 아닌 복잡한 현대의 조직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직적인 사고(organizational accidents)”라 함. 한 개인의 과오가 조직적 사고를 일으킬
만큼의 잘못은 아니며 많은 개개인의 과오가 시스템의 약점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과오
들이 해를 일으키게 하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¾

Ms. Morris가 전기생리학 시술을 받게 된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최소 단기간 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과 사람이 기능하는데 있어 고정되어, 유해사례를 일을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전 병원에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교정 가능한 시스템 결함으로 개인이 과오를 일으키고 그 과오가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개개 병원 내에 작용하는 잠재 조건(latent conditions)이 있
음. 질병으로 비유하면, 환경적 요인은 죽상경화성 심장 질환과 그로 인한 유해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라 한다면,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바뀔 수 없음.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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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이 죽상경화판이 혈관을 파열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때
까지는 수 년간 모르고 지내다 발견되는 환경적 요인과 달리 치료되고 해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함.
¾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환경적 요인은 의학의 세분화, 병원 직원을 줄이려는 압
력, 단기 입원의 침투적 절차, 재원일수를 줄이려는 병원의 노력 등임. 이러한 요인들이
환자가 자신을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에 둘러싸여, 자신이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
하고, 계획된 검사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어렵게 모든 병원에 작용하고, 잘못된
환자가 침투적 시술을 겪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공동 작용함.

Communication, teamwork, and the culture of low expectations
¾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잠재 조건은 의사소통, 팀워크, 신원확인의 실패임. 크고 복잡한
연구 의료기관에 서로 간 의사소통의 실패는 매우 흔한 일이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팀
역시 문제의 원인임. 이 경우 oncology 팀은 자신의 환자인 Joan Morris가 계획된 치료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전기생리학 검사팀은 치료할 환자와 그 이유를 추적하는 데
실패함. 후향적 근본-원인 분석에 따르면 추측의 여지가 많고 앞서 예상하는 것을 과대평
가 할 수 있지만, 의료진이 형편 없는 의사 소통과 팀워크에 익숙해져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기대치가 낮은 문화”가 불완전하고 잘못된 정보의 교환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해 지
도록 하여, 간호사가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익숙하여 Joan
Morris가 시술에 대해 모르는 것을 익숙하게 반응하였고, 레지던트는 주치의의 모든 오더
를 다 알지 못하는 경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의사 역시 간호사에게 치료 계획에 대해
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함께 작용하였음. 서로의 의사소통에 대한 낮은 기
대 문화가 이 모든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게 한 것임.

¾

유사한 환자의 이름이 유해 사례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
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임.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실패했더라도 만약 어느 곳에
서든 환자 신원 확인의 절차가 존재했다면 이 사건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임. 바 코드와
같은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바코드를 확인하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이고, 전기생리학 검사
실의 컴퓨터가 메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없었을 경우도 존재함. 마지막으로 Joan Morris의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해사례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정보가 없는 것
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음.

¾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잠재적 조건들이 이 사건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지
라도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도 크게 고려해야 함. 근무시간이 거의 끝난
혈액종양 병동의 RN2는 개인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 환자를 간과했을 수 있음.
다른 직원들 역시 이런 원인 등에 의한 이유가 가능하며 과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
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움. 인간의 성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과오는 해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거나 중재되어야 함. ”인간의 조건
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일하는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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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we avoid these errors?
¾

무엇보다 복잡한 의료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환자에게 침투적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Joan Morris의 의료진 의
경우 잘못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함. 의도하지 않은 환
자에게 침투적인 시술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함.

¾

게다가 열린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헌을 찾아볼 수 없음. 주어진 환경이 이러한 경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좁
은 임상 시야를 넓히고 각 분야에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함.

¾

대부분 예방 가능한 유해사례의 원인으로 의사소통과 팀워크의 실패가 매우 흔한 일이므
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선해야 하고 한 개인의 과오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
니므로 이러한 개선에 대한 도구로 처벌을 사용해 서는 안됨.

¾

환자와 치료 결과의 조정 또는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가 없고, 의료 제공
에 있어 의사소통과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검증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은 없지만 모
방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함. 1970년대 비행기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교정할 수 없는 기계적 결함보다는 사람과 관련한 과오로 인한 사고가 70%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흔한 원인이 의사소통과 팀워크의 결함이었음. 따라서 Crew
Resource Management(CRM)이라 알려진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승무원 간의 효과적
인 의사소통의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과 팀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 가르침.

¾

CRM 개발자들이 비행기 승무원과 수술 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연구한 결과 과오를 일
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장들은 피로로 인한 역효과에 대해
서 잘 알고 있었고 (64% vs. 18%), 후배들이 선배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음 (97% vs. 55%). CRM을 의료 분야게 적용하는 것은 의료 종사자에게 효과
있는 의사소통과 팀워크, 의사소통의 장벽을 없애는 것, 팀 일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
는 것에 대한 가치를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 검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¾

Joan Morris의 경우 그녀의 반복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침투적 시술이 실수로 행해졌음.
많은 개인들이 과오를 일으키지만 과오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없음. 대신 형편
없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팀과 꼼꼼하게 계획되고 시행되는 신원 확
인 절차의 부재의 시스템 문제가 이러한 해를 일으키는 과오가 일어나게 함. 증상이 없는
고혈압 환자를 선별검사하는 것처럼 의료 시스템도 의사소통과 팀워크,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Stroke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처럼 잠재되어 있는 시스템 결함이 개개인의 피할 수 없는 과오를 일으킬 가
능성을 매우 높인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해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중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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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expected Hypoglycemia in a critically ill patient
Bates D.W. Ann Intern Med. 2002;137:110-116
Summary of Events
68세의 비당뇨병상태인 Ms. Grant는 수술 2주후 무반응 상태가 되었으며 심한 저혈당상태가 발견됨. 환자는 예정
된 심장 우회로조성술을 시행받은 상태였고 수술 후 기간 동안 발생한 합병증은 인공호흡기로 인한 폐렴, 우측대
뇌반구의 중풍, 임상적으로 위중한 위장관내 출혈, 그리고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급성 요세관괴사 등임. 비록
Ms. Grant가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음. 사실 그녀의 주
치의는 유해 사례가 일어난 당일 “실제로 자신이 편안한 상태며 처음으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으며, 회진하는 동
안 정말 좋아보였다.”고 회상함.
대략 오전 8시 15분 경에 Ms. Grant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기침소리를 듣고 그녀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보니 그녀
가 머리와 팔다리를 조절이 안된 상태로 흔들고 있는 것을 목격함.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200mmHg을 넘어 라베
타롤을 주입하였고, 중환자실팀이 즉시 도착하여 대발작으로 진단하고 로라제팜과 미다졸람을 연이어 정맥주입 하
였으며 기도확보를 위하여 응급으로 기도삽관을 시행함. 혈중 전해질수치와 동맥혈가스수치를 측정하였으며 뇌내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함. 이러한 진단 및 치료 처치 시작 후 약 30분 경
검사실에서 환자의 혈당수치가 측정불가임을 통보함.

Nosocomial hypoglycemia
¾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갑작스런 신경학적 변화에 대하여 심각한 전해질 이상, 저산소혈증,
저혈당증, 감염, 또는 심각한 뇌내질환(커다란 출혈성 뇌중풍)들을 고려함. 수많은 약들을
투약하고 있는 매우 위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약효과와 투약 중단을 반드시 고려해야함.

¾

치료에 즉각 반응 하는 가능한 원인들을 초기에 고려하여, 만약 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
한 경우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thiamine과 포도당용액 50% 50ml를 정맥
주입하였을 것임. 의식변화의 응급대처로 고장성 포도당용액의 경험적인 투여가 기본 처치
이나, 뇌허혈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초래때문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즉
각 혈당 측정이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고장성 포도당용액을 즉시 투여하는 것이 여
전히 추천되고 있음. 반대로 입원 시 비당뇨병상태의 환자의 경우 저혈당증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인 처치는 일반적이지 않음. 한 연구에서 의식변화의 원인으로 저혈당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빈번한 응급상황의 과오였는데, 저혈당증은 가역적이며 치료 시기에 따
라 손상의 정도가 달라 적절한 진단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checklists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널리 사용되어야 함.

¾

Ms. Grant의 사례는 심각한 저혈당증의 진단이 혈당수치의 측정불가로 확인되었음. 비록
혈액채취가 언제 이뤄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심각한 비정상결과가 의료진에게 빠르게 전
달됨. 최근 의사소통기술의 발달로 검사실에서 중요한 검사 결과에 대해 바로 호출하는 방
법이 생겼으며, Brigham & Women’s hospital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상발견 후 처치까지
의 평균시간의 단축 및 사망률의 감소를 발표함.

¾

입원 환자 중 비당뇨병상태인 환자의 저혈당의 주요원인으로 약효, 신부전, 간부전, 패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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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영양부족, 쇼크, 부신부전 등이 있음. 하지만 Ms. Grant처럼 갑자기 발생한 심한 저혈
당의 경우는 약물의 효과가 강하게 의심되며, 저혈당 유발 약물로는 quininer 계열,
salicylates, pentamine, 그리고 박트림 등이 있지만 주요원인약물은 당뇨병치료제임.
환자가 CT 검사 후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검사실에서 혈당이 측정불가상태라고 알려왔음(CT검사상 이상소견 없
음). 환자에게 즉시 고장성포도당 (DW 50%) 1 앰플 주입 후 혈당은 18mg/dl였으며 두번째 앰플 주입 후에는
24mg/dl였음.
오전 9:15, 10ml의 거의 비어있는 regular insulin (lml당 100unit)이 병실 밖 약물 카트에서 발견됨. 이 사실은 공
격적으로 당 주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혈당 상태인 것과 환자의 갑작스런 의식소실의 원인이
잘못된 인슐린 주입이었음을 시사함.

The Wrong Drug
¾

비당뇨질환 환자의 당뇨병치료제의 부주의한 복용 또는 처방, 분배, 투약과정에서 과오가
일어날 수 있음. 이러한 과오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에서 잘 보고됨. 정맥내 투약
과정의 실수는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흔함.

¾

Ms. Grant 사례는 조사는 그녀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인슐린을 항상 받았는지 또는
sliding-scale로 처방 받았는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함. 중환자실의 다른 환자들도 인슐린
또는 정기적인 고위험의 정맥주사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심각한
유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의료진의 사건 및 사건을 유발한 행동들에 대한 세부적인
경유서 작성이 근본-원인 분석의 전후상황 안에 포함되어야 함. 이 팀구성은 다양한 배경
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서로 보완적인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시스
템의 결함과 환경적 문제, 개인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환자는 인슐린에 대한 처방을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당시 심폐전문 ICU의 유일한 환자였음. 환자의 arterial line은
종종 막혔었고 자주 헤파린 flushing이 필요하였음. 병원은 근본-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사고 전의 환자간호를 재
구성하였음. 오전 6시 45분의 1-2ml의 헤파린 flushing이 헤파린 대신에 인슐린이었고 따라서 환자는 100-200U
의 regular insulin을 적어도 한번은 받았다는 강한 정황상 증거가 제시됨.

A systems approach to medication errors
¾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심각
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때 가장 효과적임. 이번의 경우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
스템의 결함은 약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못한 것, 약물주입 시 확인부주의, 환자의 의식
소실에 부적절한 대응 등임. 비록 오전 8시 45분까지 환자 상태의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
았지만, 첫번째 실수는 오전 6시 45분에 arterial line을 flushing하기 위해 인슐린을 사용했
을 때 나타났음.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heparin flush solution과 insulin은 모두 카트위에
있었으며 둘 다 10ml의 multidose vials로써 외관까지 비슷했음. 비록 인슐린은 냉장보관
이 필요했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카트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James Reason은 이것을 안
전하지 못한 행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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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pidemiology of medication errors and adverse drug events
¾

투약 오류는 대부분 해를 일으키는 잠재성이 매우 적지만 약물유해사례 보다 훨씬 더 빈
번하게 일어남. 약물유해사례는 약물이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일 과오와 관련되어 있
다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봄.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투약 오류는 잠재적 약
물 유해 사례로 간주 됨.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사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사례에 대한 투약 오류가 약 100건이면, 그 중
7건만이 잠재적 약물유해사례임. 심각한 투약오류는 처방 시 49%, 투약 단계에서 26%,
분배 단계에서 14%, 필사 단계에서 11%가 일어나며 투약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 차단이 쉬웠음.

¾

과오의 기록을 다양하게 조사한 한 연구에서 “wrong drug” 또는 “wrong patient” 과오는
입원중인 환자의 전체 투약 오류의 4%를 차지하며, 투약 오류를 발견하는 가장 민감한 방
법은 직접 관찰로 숙련된 관찰자가 의료진이 투약할 때와 환자가 받을 때를 관찰하는 방
법을 개발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급성기 병상에서는 이 방법으로 하
루에 환자 당 과오 한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고 이 방법을 이용한 대규모의 연구에서
발견된 투약실수의 약 1%만이 “wrong drug” 범주에 속하였음. 하지만 심각한 손상을 유
발한 투약실수 중 “wrong drug” 과오는(insulin을 포함한) 이 연구에서 발표한 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¾

인슐린 과오는 국가적 과오 보고 시스템에서 드물고 심각한 과오의 데이터를 모으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함. Cohen’s의 책에서 인슐린에 대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인슐
린의 정맥 주입은 충분히 과도한 양이 주입된 경우 또는 다른 약과 바뀌어서 투약된 경우
에는 치명적임. 인슐린과 헤파린은 둘다 units단위로 주입되고 서로 가까이에 보관되므로
자주 서로 바뀌는 실수가 생길 수 있음.

The role of individual errors in causing this adverse event
¾

이 사례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인 “간과(slip)”에 대해 보여주며, 이것은 실수의 두 가지 일
차적인 유형 중 하나임. 간과는 저차원의, 반자동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동작 중에 발생
하며 또 다른 유형인 “실수 mistake” – 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롭
거나 비정형적 상황에서 일어남 -와 구분됨.

¾

그 간호사는 분명히 헤파린을 주고자 했으나 두 vials이 모두 카트 위에 있어 간과하였으
며 부주의하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였음. 잘못된 시스템 디자인은 심각한 해를 일으키는 간
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임. 고전적인 예는 마취중인 환자에게 산소 대신에 다른 가스를
주입하게 되는 실수가 있음. 이 사례는 다른 투약 과정 중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유해사례
와 유사하게 개인의 명백한 실수가 유발하였음. 간호사는 투약전에 헤파린이 들어있는지
약병을 확인했어야 했으나 근무시간과 일의 양이 증가할수록 간과가 일어남. 인간은 완전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그러나, 대부
분의 실수는 능숙한 의료진에서 발생함. ADEP study group이 심각한 실수 250 예를 조사
한 결과 반복된 실수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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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systems in this adverse event
¾

약물유해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진료 과정과 시스템임. 중환자실의 경우
헤파린과 인슐린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multidose vials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또한
의료기관은 바코드확인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중 의료진이
저혈당에 대처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glucose의 과도한 주입의 위험
이 지속되는 저혈당의 위험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마도 glucose를 미리 주입해야 했으며
또한 좀더 공격적인 치료를 받았어야 함.

Prevention strategies
¾

안전을 시행하는 근거가 대체적으로 다양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들이 유해사
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인슐린의 경우 multidose vials을 카트위에 놓아둬서는 안되고
가능하면 전혀 쓰지를 말거나, nursing unit의 한편에 치워둬야 하고 가능하면 약제부에 보
관해야 함. 인슐린이 치워진 후에는 두 번 째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원처방을 확인해야 하
는데 바코드가 확실히 부착된다면 이러한 약물대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¾

근거 중심적인 의학의 기준으로 안전 조치를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요구되지
만, 유해사례는 발생건수가 적어 이러한 평가들은 많은 비용이 듬. 수많은 안전 조치
(예,sponge counts)들이 인정되어 왔기에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많은 안전
조치들이 그것이 속한 시스템이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systems- and cultureoriented) 이들은 특히나 무작위 시험이 쉽지 않음.

사고 후 수시간 내에 주치의와 담당의가 보호자들을 만나 과오와 즉각적인 대응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예후와 지
지적인 치료와 지속관찰의 필요에 대하여 설명함. 주치의와 담당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현했
고 보호자들은 당연히 화가 났지만 실수가 발생했음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 환자는 7주 동안 무의식 상태
였으며 보호자와의 상담 후 생명 유지장치를 중지하였고 환자는 사망함.

The institution response
병원은 다음과 같은 처치와 방침을 실행함.
1. 인슐린은 자동배분장치를 통하여 추가.
2. 약창고에서 약을 받은 모든 직원들은 허가된 장소에 약을 보관하도록 교육함.
3. 모든 간호사들은 쓰지않는 경우 투약카트를 잠궈둘것을 상기시킴.
4. 인슐린과 헤파린의 multidose vials의 사용을 금지시킴.
5. arterial lines의 flushing을 위하여 헤파린 대신에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도록 함.
6. 최적의 투약 과정을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어떻게 신속히 약이 전달 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interdisciplinary team이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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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the institutional response
¾

조직에서 안전에 대한 문화를 세우는 데 기관이 유해사례에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함.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윤리적인 과정은 즉시 유해사례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보고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국 내 의료사고 소송률를
급상승이 염려되나 의료손상에 대한 무과실보험 보상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현 제도는 의료제공자들로 하여금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들을 앞으로 내세
우기보다는 사고를 숨기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아가 유해사례를 보고하는 사람을 처벌하
는데 개인 피고용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강한 압력을 가하는 기관은 안전 중심의 문화
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

¾

내과 부서의 가장 중대한 실수에 대한 익명의 조사에서 Wu등은 90%의 사례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으며 31%에서는 사망했음을 밝혀냄. 주치의의 24%만이 환자 또는 가족들에
게 말하였고 54%만이 그들의 담당의와 실수에 대하여 논의함. 실수에 대하여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논의한 의국장들은 더 자주 발전적인 변화를 보임. 실수가 업무과다에 기인한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병원에서 처벌하려는
의지를 느낀다면 더 방어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임.

¾

사고와 관련된 원인제공자들은 죄의식을 느끼며 지나치게 자기비판적인 경향이 있으며 주
위의 도움을 필요로 함. 기관들은 과오와 유해사례들을 발전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병원에선 위험 관리 인사 담당자를 고용하고, 안전
담당자들은 다양한 그룹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제안들을 분석하여 그들 기관의 현재 처지
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방법들과 정책들이 실행되도록 장려해야 함.

¾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관들은 “individual
leaks”에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또는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
야 함. 이러한 방법을 조화하는 것이 종종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이나 영향 등의 시스템
변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근거중심의 접근법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널리
확산될 것임.

Conclusions
¾

대게 예방 가능한 유해 사례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향상을 위한 여러 기회가 있을 것임.
Ms. Grant 경우는 간호사가 실수를 하였지만, 잘못 디자인된 시스템에 의한 것임. 이 상황
에서 병원은 투약 체계에 단기간 내 적절한 변화를 만들었으나, 향후의 경과는 알 수는 없
음. 특히, 바코딩은 아마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것임. 더구나 진료 팀의 환자의 의식변
화에 대한 반응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의식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checklist의 활용이 더 도움이 될 것임.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
리 주요 시스템의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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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spital-onset infections a patient safety issue
Gerberding J.L. Ann Intern Med. 2002;137:665-670
Chronology of events
비소세포성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지닌 78세 남성 환자 Tom Reilly는 하나의 소뇌전이의 예정된 절제술을 위
한 입원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감염이 발생함.
수술 당일 Reilly씨가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arterial line과, 하나의 Foley 도뇨관, 두개의 peripheral
수
lines이 잡혀 있었고 vancomycin이 한 번 정맥 투여됨. 기도삽관이 시행됨. 두개절개술이 시행되었고 소뇌 종
술
괴가 2cm X 1cm 제거됨. 환자가 수술 후 회복이 느려서 두부의 CT 검사가 시행되었고 커다란

경막하혈종이

일
posterior fossa에서 발견됨. 수술실에서 혈종 적출을 시행 받고 신경과 중환자실에 입원함.
D2

입원 이튿날 기관내 튜브가 합병증 없이 제거되었고 Mr. Reilly는 쉽게 깨어나 사람, 시간, 장소를 알아봄.
셋째 날 환자가 지남력은 있지만 연하장애(dysphagia)와 조음장애(dysarthria)가 새로 발생함. 연하검사
(swallowing study)시 구역반사가 없었고 객담배출의 어려움이 보고됨. 흡인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구강으로 투
여할 수 없었고 feeding tube가 처방되었음. 이 때 Foley catheter와 arterial catheter가 제거되었고, peripheral

D3

intravenous catheter 한 개만이 남았음. Foley catheter제거 후에 환자는 배뇨가 가능하지 않았음. Straight
urinary catheter가 삽입되었고 700mL의 투명한 yellow urine이 제거됨. 환자는 4시간 후 또 다시 straight
urinary catheter가 필요하였고, 500mL의 소변이 제거됨. 결국 환자는 어려움 없이 배뇨가 가능하게 되었고, 수
술 전 vancomycin 용량 외에 다른 항생제는 추가되지 않았음.

Risk for infectious complications during hospitalization
¾

치료 불가의 전이된 폐암을 가진 노인
환자는 수술 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
식적 두개내 수술을 받음. 결함이 없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내부 위험요인과 외
부 위험요인의 결과로 심각한 감염 합
병증이 발생하기 쉬웠음.

¾

미국

CDC의

National

Nosocomial

Infectious Surveillance (NNIS)의 데이
터에 따르면 미국 내 입원 환자 중 흔
한 감염의 빈도에 대한 총계를 볼 수
있음. 감염 발생률은 가장 유력한 감염 위험인자 두 가지인 병원 재원일수와 침습적 장치
에 대한 device-specific incidence densities (device-days 당 감염 수 X 1000)으로 나타
냄.
¾

요로감염은 가장 흔한 병원발생 감염으로 미국 내 병원 감염의 40% 이상이고 요로감염의
80% 이상이 요로 내 유치카테터와 관련있으며 위험도는 catheterization의 기간에 따라

16

증가함. Mr. Reilly는 암 병력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요로감염의 위험이 있었고, 요로 카테터
가 24시간 이상 지속되었음. 또한 gram-bacilli에 대해 효과적인 systemic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아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의 위험이 올라갔음. 그러나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의 위험
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¾

두번째로 가장 흔한 병원감염인 폐렴은 높은 사망율, 재원일수의 증가, 그리고 자원 이용
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폐렴은 최근 내과-외과 중환자실의 병원 감염의 주 원인으로 밝
혀졌으며 모든 병원 감염의 31%나 차지함. Mr. Reilly는 만성 폐질환, 심각한 기저 질환,
나이, 손상되 기도 반사와 남성 등 폐렴에 대한 최소한 다섯 개의 내부 요인을 가지고 있
고 mechanical ventilation과 nasoenteric intubation의 두 개 이상의 외부 위험 인자를 지
님. Nasoenteric intubation은 손상된 기도 반사를 지닌 환자에게 특히 위험함. 이러한 환
자에 있어 폐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조사됨. Nasotranspyloric
intubation(advancing the feeding tube into the small intestine)은 흡인이나 다른 유해 사
례를 방지하는 데 있어 nasogastric intubation과 비교하여 뚜렷한 장점이 없음. 어떤 근거
에 의하면 흡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히 신경학적 회복이 힘들 때 enterostomy(소장연결
술)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호효과는 매우 적음. Tube misplacement,
tube displacement, unrecognized ileus(장폐색), 위팽창, 앙아위 자세는 병원 발생 흡인
폐렴에 흔한 원인들임.

¾

혈관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은 요로감염이나 폐렴보다 흔하지 않지만 치료의 결과와 비용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Mr. Reilly의 내부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환자의 나이와 기
저 질환을 포함함. Mr. Reilly는 입원 기간 동안 최소 한 개의 혈관내 도관을 꽂고 있었기
때문에 vascular catheter-related 감염의 위험이 증가했음. 그러나 central venous보다
peripheral venous와 arterial vascular catheter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최소화 되었
고, 혈관내 도관 투입 시 과오나 간호사대 환자 비율이 낮은 것과 같은 다른 외부 위험 요
인은 보고되지 않았음.

¾

특히 포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 중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신경외과수
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은 흔하지 않음. 개두술 후 감염은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에
있어 대략 100건 수술당 1개의 수술 부위에서 일어남. 이 비율은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인
경우 두 배가 됨. Mr. Reilly의 경우 수술 전 위험 Ⅳ군에 해당하므로 감염 위험이 높음.

¾

요약하면, Mr. Reilly의 경우 기구 관련과 시술 관련 병원 감염에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을
위한 근거 중심의 시술의 시행이 입원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함.

전에 처방된 feeding tube가 삽입되었고 장관영양법으로 제공. Mr. Reilly 경구로 투여된 것이 없었음. 의식이
D4
분명하였고 의자에 바로 앉을 수 있음.
D5

열이 없고 신경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연하장애와 조음장애는 계속 있었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
입원 6일 째 수술 후 매 6시간 마다 정맥내 dexamethasone 6mg을 투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C의 열이 있

D6

었고 상기도 분비가 증가함. 수술팀은 미열의 원인이 수술 후 무기폐(atelectasis) 또는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악화인 것 같다고 믿어 공격적인 폐내 분비물 제거가 요구됨. 가슴 사진과 소변검사가 처방되었으나 검사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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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의사도 다음 날 까지 결과를 검토하지 않음.
체온이 39.2°C 였고 심장 박동이 분당 120이었고 혈압은 110/53 mmHg, 호흡수는 분당 30회임. 동맥혈 산소
는 비관으로 4L의 산소를 공급하여 96%이었음. 전날 검사한 소변검사와 가슴 사진이 검토되었고 결과는 비정
상이었음. 소변검사에서 high-power field 당 백혈구가 25-50과 많은 박테리아가 나오고, 가슴 사진에서 우상
D7
엽와 양쪽 하엽에서 경화가 발견됨. 객담 도말 검사상 양호한 수의 다형핵백혈구가 나왔으나 organism은 없었
음. 전날 채취된 소변과 혈액 배양에서 그람음성균이 나왔고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음. 정맥내 piperacillin과
gentamicin이 투여됨.

Delayed invitation of antimicrobial therapy
¾

Mr. Reilly에서 임상적, 미생물학적, 방사선 상으로 입원 6일 째 감염의 근거가 발견되었지
만 24시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 그의 폐렴과 요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
서 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항생제 처방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특히 dexamethasone 치
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락으로 인한 과오임. Mr. Reilly의 치료팀은 systemic
corticosteroid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서 미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을 것임.

¾

적절한 항생제 치료의 즉각적인 시작은 bacteremia 환자에게서 재원일수를 줄이고 생존율
을 향상시킴. 모든 기관에서 병원 감염이 관리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 만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음.

¾

만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흔한 일이라면 기관에서 의심되는 감염에 대한 개별 진료인의
반응이 아니라 치료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함. 열이 확인된 이후의 이벤트에 관해 환자가
평가되기까지 지난 시간, 검사가 처방된 시간, 검사가 수행된 시간, 결과가 나온 시간, 결
과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시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 개인이나 서비스에
서 다른 곳으로 정보가 제때 전해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또한 이루어 져야 함. 부족한 진료 인원, 다른 우선순위, 피로와 같은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D8

Mr. Reilly의 온도가 39.7°C, 심박동은 분당 140, 호흡수는 분당 40, 혈압은 125/88mmHg였고 비관으로 산소
4L를 투입시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85%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전의 방사선과 비교하여 폐렴이 심
해진 것으로 나왔음. 입원 6일 째 채취한 소변배양에서 Klebsiella oxytoca 가 발생하였고, K. oxytoca와
Escherichia coli가 배양됨. 입원 7일 째 수집한 객담 배양에서 Pseudomonas aeruginosa의 두 종이 자람. 환
자의 항생제 치료는 병원 요로감염과 폐렴을 커버하기 위해 clindamycin, ceftazidime, gentamicin으로 변화
함.

D9

Mr. Reilly는 산소공급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삽관을 하였고, dexamethasone을 더 빠르게 투여하였음. 입원 7일
째 한 혈액 배양에서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가 자랐음. 지속적인 열 때문에 vayncomycin이 추가
되었음.
그러나 환자의 열과 호흡 곤란이 이후 몇 일간 지속되었고, 입원 14일 째 Mr. Reilly의 가족이 comfort care만
받기를 원하여서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home hospice로 퇴원하였고, 그 후 사망했음.

18

Are nosocomial infections medical errors?
¾

기저질환이 있고 심각한 전이 암을 지닌 환자가 고식적인 신경외과 시술을 받고 죽음을
초래한 심각한 두 종류의 감염으로 발전한 경우, 이 감염과 결과가 Mr. Reilly가 받은 의료
의 질에 있어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일까? 그것이 의료 과오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심각하
게 아픈 환자에게 있어 불운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삼차진료에서 얻은 합병증이었을까? 이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음. 어떤 의학적 중재들은 Mr. Reilly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시작했을지라도 질병의 과정이 중요하
게 바뀌지 않았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환경에서 이러한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로 병원 감염률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중요함.

¾

병원 감염률은 NNHIS시스템과 유사한 감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30년 이상 측정되어 왔
고, NNHIS 시스템은 CDC에 자발적으로 감염에 대해서 보고하는 표준화되고 검증된 방법
을 활용하는 300개 이상 병원의 경험에 근거한 병원 감염률의 “기준(benchmark)”을 보고
하여, 이 NNIS의 기준 보다 감염률이 높은 병원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
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고 실제로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음. NNHIS 시스템의
데이터는 각 병원이 기준 보다 감염률이 높은 경우에만 노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실제로 예방 가능한 병원 감염률이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고, 모든 기관에서 감염률을 줄
이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향상을 위한 평균 이상의 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자기만족
문화(culture of complacency)”가 발생할 수 있음.

¾

이벤트 추적이나 과정 향상의 지속적인 사이클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모델
은 감염 관리 활동이 권고되며, 심각한 의료 과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몇몇 병원에서
또한 적용됨. 과오 비율이 항상 줄어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다른 분야에서 기준점을 훨
씬 이하로 줄인 예를 보여 주듯 의료 분야에서도 기준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함.
NNHIS 시스템에서도 모델이 되는 병원에서 기준점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면 전체적으로 감
염률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임.

¾

최근의 IOM 보고에서 의료 과오, 유해 사례, 의료의 질의 관계를 강조하고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비록 감염이 예방가능 하지만, 많은 감염이 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각각의 감염은 잠재적으로 모두 예방 가능하다” 믿음으
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임. 죽음이나 다른 심각한 유해 결과를 초래하는 병원 감염이 환자
안전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자세한 검사를 유발하는 위험신호로 여겨져야 함.

¾

모든 병원에서 근본-원인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감염 관리팀이나 병원의 인사팀
에서는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감염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함. 예방 가
능한 원인이 있을 경우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원인-결과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함. 유해사
례나 sentinel event를 일으키는 과오를 평가하는 것은 감염 관리 팀, 질 관리 직원, 다른
사람들의 시간, 능력, 감각을 요구하고, 원인 결과 분석이 실제로 종전의 벤치마킹이나 감
염 관리 방법의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데이터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중요한 시스
템의 변화나 환자 안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¾

이 사례에서 Mr. Reilly의 septicemia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균(anti-infecgtive) 도뇨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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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을지 묻는다면, 여러 종류의 항균 도뇨관이 존재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항균도뇨관이 정말 중요한 결과
인 패혈증이나 죽음을

줄이는 효과에 대한 것은 불분명 하지만, Mr. Reilly처럼 2일에서

10일 동안 도뇨관을 꽂고 있는 사람의 경우 silver alloy catheter을 사용하면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What can patient safety and infection control efforts draw from each other?
¾

결과-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감염 관리 분야를 확장시킴. 환자 안전 운동
(safety movement) 역시 기존의 감염 관리와 병원 역학에서 배울 점이 있음. 감염 관련
유해 사례의 정확하고 유효한 정의, 사례를 감지하고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 비밀
보장, 기관과 case-mix 차이의 적절한 조정, 근거 중심의 중재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무
엇보다고 중요한 것은 진료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숙련된 전문가의 의지가 감
염 예방과 관리에 있어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모은 것임.

¾

유사하게, 환자의 안전에 대한 접근법에서 표준 정의가 사용되어야 함. 의료 기관들이 유
해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허용하도록 중앙 저장소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장려되어
야 하고 데이터가 적절하게 조정되고 보고되어야 하고, 각 기관에서 VA 병원처럼 환자 안
전과 관련한 잘 훈련된 인력을 고용해야 함.

The institutional response
¾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위원회는 catheter관련 요로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함.
첫 째로 자료를 검토하였더니 환자의 1/3에서 카테터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고, catheter
days의 50%이상이 의학적으로 불필요 했고, 케이스의 40% 이상이 주치의가 catheter가
꽂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병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urinary catheter stop order 프
로그램을 시행함. 게다가 silver alloy urinary catheter가 고위험군 환자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개당 $5 비쌌지만 고위험군 환자나 2일 이상 사용하는 환자에게서는 더 비용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남. 처음엔 중환자실과 혈액 종양 병동에서 사용하였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후 평가가 이루어짐.

¾

병원에서 인공호흡 중인 환자에 대하여 병원 감염 폐렴 예방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함.

Conclusions
¾

병원에 권고되는 이벤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진료와 관계된 과정, 예방 옵션은 환자 안
전을 향상시키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훌륭한 현대적 모델임. 개별 병원에서 시행 전-후
평가 방법은 통계적으로 충분한 power를 가지기 힘들 것이므로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의, 다기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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