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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 이 글은 동료 심사를 통해 병원의 종류와 지역적 위치에 따라 임상 간호활동이 어떻게 평
가되고, 다양한 간호 이론 중에서 최근 임상의 경향은 어떤지를 평가한다. 또한, 이전 연구
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동료 심사원으로 양성된 간호사들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심부전(HF) 또는 뇌졸중
(CVA)으로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 활동에 대해 구조화된 묵시적
심사(structured implicit review, SIR)를 수행하였다.
◦ 연구의 결과 간호의 질에 있어 광범위한 변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간호 이론과 임상
간호 활동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간호의 질 평가와 향상 활동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Method
◦ 구조화된 묵시적 간호사 동료 심사(structured nurse implicit peer review)를 수행하기 위해
RAND와 의료재정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이 시행한 정액지불제
(Prospcetive Payment System, PPS)가 의료의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 연구 자료 중 의사
동료 심사(physician peer review)를 위해 수집한 병원 의무기록을 사용하였다.
◦ 묵시적 동료 심사는 전문가들이 의무기록상의 분류에 따라 간호 활동의 질을 평가한 것이
다. 묵시적 심사의 표본은 의료의 질에 대한 명시적 심사(explicit review)에 사용된 전국적
표본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되었다. 반면, 명시적 심사에서는 질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판
단은 필요치 않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된다.
◦ PPS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요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주에서 297개 병원을 무작위 층화 추출하
였다. 연구자들은 1981-1982년과 1984-1985년 사이에 5가지 질환 중 어느 한 가지 질환으로
이들 병원에 입원했던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무기록을 무작위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명시
적 심사를 위해 병원과 질환별로 층화한 17,000개의 기록을 표본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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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1366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묵시적 의사 동료 심사를 수행
하였다. 이 자료에는 질 낮은 의료의 결과로 사망한 환자의 케이스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망 환자 표본이 많이 추출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간호의 질에 대한 묵시적 동료 심사를 위해서 상기한 자료 중에서 HF와
CVA 환자들의 기록을 사용하였다. 심사를 위한 양식은 간호학 교과서와 지침, 그리고 간호
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일치를 통해 완성되었다. 심사원들은 개별적 간호 활동과 전반적
간호의 질 모두를 평가하였다.

1) Nurse Peer Reviewers
◦ 조사가 이루어진 5개 주에서 차출된 10명의 간호사 동료 심사 전문가가 291명의 HF환자와
283명의 CVA환자 의무기록을 심사했고, 제공된 간호의 질 등급을 매겼다. 심사원들은 노인
HF와 CVA 환자들의 간호 경험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질 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
성되었다.
◦ 심사원들은 환자의 need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훈련받았다. 적정 간호란 간호사들이 일반
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쁜 outcome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호를 의미한다. 곧, 실제적
outcome에 더하여 제공된 간호활동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개연성을 고려하여 평
가하도록 교육받았다.

2) Specific RN-Structured Implicit Review Scales
◦ SIR의 항목들은 간호활동의 구체성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척도로 구성된다(Appendix 참조).
◦ 5가지 환자 평가 과정에 대한 항목들은 초기 평가, 재평가, 퇴원 전 평가로 세 번에 걸쳐
1(excellent)에서 5(very poor)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 문제 인지 과정에 대한 항목은 1(excellent)에서 4(poor)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 문제 관리 과정에 대한 항목들은 1(excellent)에서 4(poor)까지 등급을 매긴 후 다시 0~1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이 중 환자 투약에 대한 간호사의 관리 항목은 그대로 1(excellent)에
서 4(poor)까지 등급으로 나타내었다.
◦ 두 가지 요약 항목들은 전반적 간호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통합하여 1~4의 등급으로 표
현하였다.
◦ 항목들 간의 신뢰도(Cronbach's coefficient alphas)는 0.52~0.95로 나타났고, 80% 이상이
0.80보다 크게 나타났다.

- 2 -

3) Defining Less-Than-Adequate Care
◦ 심사원들은 등급의 숫자가 커질수록 간호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따라서 평균
적인 등급의 점수가 커질수록 간호의 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또한, 항목별로 간호활동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질을 보이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항목의 등급에 적정 수준이하 활동 기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2 참조).
◦ 적정 수준이하의 질을 구분한 것은 더 나은 outcome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원들의 판단을
반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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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ariations by Hospital Type
◦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ND-HCFA PPS study의 데이터는 병상 수 규모, 소유형태, 지역, 수
련기관 여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 비율에 따라 병원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5) Statistical Analysis
◦ HF와 CVA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들 중 간호사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
술통계와 분산분석에 ANOVA를 사용하였고, 간호의 질과 병원의 종류에 따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및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Results
◦ Table 1은 5가지 질환에 대한 전체 자료에서 HF와 CVA의 묵시적 심사 표본의 환자, 병원
종류, outcome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약 6분의 1의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퇴원함을 알
수 있고, 환자 표본 중 16-17%가 메디케이드 환자였다.

◦ Table 3은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전체 간호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HF care의 경우 1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400병상 이상 병원보다 간호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CVA의 경우는 병상 규모와 간호 질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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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들의 가계수입이 빈곤 수준의 75%이하인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병원
에서 다른 지역보다 간호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역시 HF에서는 유의하
였으나 CVA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 병원 소유형태가 영리 법인인 경우 CVA에서 간호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단변량
분석에 한정된 결과).
◦ HF care의 경우 주에 따라서도 질 변이가 나타났으나 CVA 입원 환자에게는 유의하지 않
았다.
◦ HF와 CVA care 모두 PPS를 도입한 이후의 입원 환자에서 간호의 질을 높이 평가하였다.

◦ Table 2는 간호활동 항목별로 평가한 심사원들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거의 모든 항
목에서 두 질환이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사의 오더 수행을 평가한 항목만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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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는 항목별로 적정 수준이하의 간호를 제공받은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사
원들의 평가에 의하면 적정 수준이하의 간호가 가장 적게 제공된 항목은 주로 환자 평가
항목들이 해당하였다. 반면, 문제 인지 과정에 대한 항목은 두 질환 환자 모두 4분의 3 이
상에서 적정 수준이하의 간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제 관리 과정에 대한 항목
들의 대부분은 환자들의 50% 이상이 적정 수준이하의 간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F의 경우 문제 인지 부문이 문제 관리 부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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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 간호활동 수행을 설명하는 교과서와 지침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행해지는 간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간호 이론과 임상 간호활동
사이의 간극과 다양한 간호의 질적 변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가와 질 향상
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Variations by Structural Variables
◦ HF는 CCU와 같은 형태의 전문적 기술과 신중한 간호가 요구되는 질환 모델이다. 따라서
질적 변이는 병원 규모, 지역, 병원 주변의 빈곤 수준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 CVA의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적 활동을 보조받고 관리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간호활동인 재활이 중시되는 질환 모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CVA에서는 병원의
규모나 지역에 따른 질적 변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 HF의 경우 병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예
전부터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영리법인 병원과 간호의 질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
았다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였다. 1985-1999년 사이에 발행된 69개의 연구를 리뷰한 베이커
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 소유 형태와 질적 변이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HF환자들에 대한 간호의 질적 변이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는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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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이의 원인은 복잡하여 현재의 연구단계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
서 지역적 변이의 원인과 자원들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간호 이론과 관련하여 간호의 질 측정 기반을 제공한다. 연구의 결과, 1980년대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역할(환자의 증상, 필요와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관
련된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전통적으로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
했던 역할인 환자 평가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의 문제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심사원들의 적정 간호 수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영역들에 대한 질 개선 목표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자료는 낮은 교육을 받은 스텝들에 의해 행해지던 간호가 1990년대에 크게 개선
되기 전의 것으로, 당시의 간호 보조 인력이나 LVN(licensed vocational nurse)1)에 의해 행
해진 간호활동의 평가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인력들은 투약이나 간호 기록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이 부여되었다. 확실히 환자 평가와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심사 평가가 좋
았던 반면, 다른 활동이나 기록에 대한 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활동의 개념적 틀로 중요하게 생각된 것으로는 간호사에 의한 진단과 의료 개입에 대
한 평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간호활동의 문제와 의료 개입에 대
한 효율성을 기록하는 데에 학술적 명명법과 그것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향상이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
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에는 정보 시스템과 임상 자료의 저장과 검색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강조가 간호활동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다른 고도의 간호활동으로 투약 관리가 있는데 HF환자의 54%에서, CVA환자의 47.2%에
서 적정 수준이하의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약을 전달하고 기록
하는 것 이외에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기록하는 것도 포함한다. 간호사에 의해 안
전한 투약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의료 과오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분
야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Ratings of Problem Management
◦ 환자 문제 관리의 영역에서는 심리사회적 문제(psychosocial problem) 부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부분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환자 교육이 포함된다. 우울증과 관련해서 간
호사들은 증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준비가 부족하다. 여러 연구에서 심장질환과 그 외 질
환을 지닌 환자들의 우울증과 사망률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어쩌면 우울증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매일 환자 체중을 재는 것보다 생존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
다.
◦ 환자 문제 인식과 환자 교육, 투약 관리, 심리사회적 문제의 관리에서 간호활동이 저평가
된 것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간호 교육이 부족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결과이다.
1) 고교 졸업 후 약 1년간의 간호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이 된다. 서부에서
는 LVN(Licensed Vocational Nurse)이라고 부른다. LPN은 활력징후 체크 등 간호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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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me Remaining Issues
◦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연구는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의무기록의 사실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1980년대의 것으로 그동안 병원과 간호활동은 많이 변했다는 한계
점이 있다. 간호 용어도 1980년대보다 많은 병원에서 표준화 되었다. 미국 간호사협회
(ANA)의 the Nursing Information and Data Set Evaluation Center(NIDSEC)에서 최근 간
호활동 기록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다른 한계점은 등록 간호사들의 스텝 구성, LVN, 간호조무사 등의 간호 인력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 형태와 병원의 문화 등에 대한 정보는 간호 질 향상
과 환자의 outcome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Conclusion
◦ 간호의 질 향상은 개별 간호활동의 개선이 얼마나 환자의 outcome에 기여하는가에 달려있
다. 간호사는 입원 환자의 심리사회적, 육체적, 기능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 활동에 대한 평가와 리뷰는 거의 받지 않는다. 간호활동 영역에 따라 취약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임상 환경속에서 최신 근거와 임상적 효율성에 기반하여 간호활동을
검토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간호사 동료 심사원에 의해 평가된 간호활동의 질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
다. 이 자료는 간호사들이 간호활동의 질적 변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통하여
비용-효과 측면의 개선과 환자의 outcome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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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evidence-based quality improvement:
perspectives from nursing practice
Alison Kitson.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00 Dec;12:459-464

Case study: version 1
1998년 3월, 영국 남부의 한 지역중심병원(District General Hospital)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 환자는 수술 후 자궁동맥을 봉합한 실이 풀리면서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35명의 환자가
있었던 병동에는 RN(registered nurse)이 한 명 뿐이었고, 두 명의 보조 간호사와 한 명의 health care
assistant가 있었다.
-Source: Evidence from RCN to House of Commons Health Select Committee Inquiry. RCN 1999[1]

◦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시스템이 보다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질수록 과실은 증가한다. 의료에서 과실은 개인수준에서, 부정확한 임상적 판
단이나 개입에서,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선도 상기한 수준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인용한 사례의 경우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진 과실인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예방할 수
없었던 비극적 사고인가?
◦ 과실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인가(우리 환
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행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누가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마지
막으로 시스템과 과정상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질 향상에 대해 새로운 사고의 기초가 확립되어야 한다.

What to do
◦ Evidence-based practice는 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
은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대해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주어진 사례를 예로 들면, 자궁적출술이 가장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
단이 정확했다면 자궁적출술의 선택과 수술 기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했는지 평가도 이
루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수술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환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했어야
한다.
◦ 환자의 죽음에 대해 상기한 가정 중 어떠한 것도 조사되지 않았다. 검시관은 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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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시 병동에 적정 인력 배치가 불충분했고, 환자의 상태를 더 자주 평가했다면 문제를
일찍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자문 진술을 한 간호사도 환자의 사망 당
시 불충분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시관은 우연한 사
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결했고, 병원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 Aiken은 북미의 여러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망률 조사에서 병원 간 사망률 변이의 가
장 중요한 요소로 간호활동을 꼽았다. 그녀는 여러 조사에서 병원 사망률과 간호사의 경
력,RN의 수, RN과 무자격 간호사의 비율, 그리고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의 상관관계가 존재
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의 질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근
거를 이용하여 Aiken은 병원의 간호사 수와 숙련도뿐 아니라 병원이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
장하고 의사-간호사 간의 더 나은 관계를 조성할수록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진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Aiken은 마그넷 병원(magnet hospital)2)과 다른 대조군 병원 간의 사망률을 비교하였는데
마그넷 병원의 사망률이 대조군보다 7.7%가 낮았고, 예측사망률을 보정한 결과도 4.6%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위험
한 상황이 더 잘 발생함을 나타낸다.
◦ Royal College of Nursing이 영국의 NHS Trust에 속한 55개 일반 내과 병동에서 시행한
조사는 다음 결과를 보여준다.
- 평균적 RN의 공백이 12%에 달하고, 71%의 병동에서 간호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 낮 근무 동안 RN은 간호 인력의 절반 이하이고 대부분 health care assistant들이었다.
- 간호사들은 스텝의 부족(특히, RN의 부족)으로 인해 높은 질의 간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 병동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95%가 한달에 최소 몇 차례는 적은 스텝들로 환자 간호를 맡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 병동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96%가 적은 스텝들로 인해 때때로 환자가 위험에 처한다고 대답
하였고 22%가 자주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이 조사 결과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의료전달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근거를 확립하는 것
이 특정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How and who to do it?
◦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알았다면 다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어떤 팀에서 수
행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의료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최근까지 급격
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전문가 영역을 고집하기
보다 한 시스템 내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nursing home과 ICU에서 필요한 간호 숙련도는 다르다. 과연 어떤 모델이 이
러한 변이를 조정하고 환자의 outcome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2) 마그넷 병원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기관에 대해 미국간호사자격인증원(ANCC)에서 부
여하고 있는 인증마크로 자석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병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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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에 필요할 것이다(Fig 1 참조).

The right systems and processes
◦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
다. 임상적 치료를 결정하는 문제만큼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생각도 필
요하다.
◦ Creed는 GP의 진료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협동적으로 진료팀 각자의 능
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프로토콜로 보장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Torfaen
Primary Care Project에서는 진료팀의 멤버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tool-kit'
을 개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스텝의 현재의 능력과 기술을 분석하여 각자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술
- 치료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환자에 관한 정보를 분석
- 의료에 대한 need assessment와 능력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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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의 경계, 중복, 간격과 갈등의 여지를 분석
- 팀원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업무량을 분석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보
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파악
- 로컬 영역에서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의 지침을 활용
- 임상 영역에서 감시와 피드백 과정을 개발
- 치료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계획
◦ 이들 요소들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 가지가 다른 요소의 하부 구조
인 것은 없다.

Conclusions
◦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개입, 그리고 병원의 적절한 업무 시스템과 과정이 있
었다면 자궁적출술 환자의 사례는 다른 결말을 보였을 수도 있었다.

Case study: version 2
1998년 3월, 영국 남부의 한 지역중심병원(District General Hospital)에서 한 환자가 자궁적출술을 받
았다. 환자는 그녀의 의사와 수술 필요성에 대해 상의했고 올바른 조치에 만족했다. 그녀는 병동의 스
텝에게 수술 후 그녀의 상태를 이야기했다. 술 후 관리를 담당하는 RN이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간호
사는 그녀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다. 간호사는 즉각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았고 즉시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환자는 자궁동맥을 봉합한 실이 풀린 상태였고 바로 조치를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 환
자는 건강하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었다.

◦ 예를 든 환자의 사례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경우에도 충분한 안전장치들이 갖추어진 시스
템 하에서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여준다.
◦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보다 현재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전체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은 전문가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와 간호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투
자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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