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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환자안전 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교수 / 옥민수 전공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1. 들어가며
안전은 바람직한 보건의료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IOM, 2001). 병원
에서의 위해사건 발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병원 입
원 환자의 위해사건 발생률은 9.2%이고, 예방가능성은 43.5%이며, 위해사건이 발생한 환
자의 사망 확률은 7.4%로(de Vreis 등, 2008), 환자안전이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복하여 발생하였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와 최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
생한 화재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한 대학병원에서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로 환자를 넉 달
간 진료한 사건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은 환자안전이라는 커다란 문제 중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는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으로 인한 환자 사망수는 연간 약 1만 7,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
다(이재호와 이상일, 2009).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질을 검토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OECD, 2012).
의료기관 인증을 통하여 병원들의 환자안전 개선 활동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규식과 신민경, 2012), 일부 대형 병원들에서는 의료분쟁을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
거나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기관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하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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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과 의료계 전반의 관심은 여전
히 매우 미약한 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환
자안전이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자안전을 관리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이상일 등, 2013).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환자
요인, 업무 요인, (제공자)개인 요인, 팀 요인, 근무 조건, 조직 요인, 제도적 상황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Vincent, 2010). 이러한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의료기관
경영자, 의료인,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안전은 문제
의 비가시성 및 의료인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환자 및 의료제공자 측의 자발적인 개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보험자, 인증기구, 정부 등 제3자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The Joint Commission은 성과 개선의 순환 과정을 설계(design), 측정(measure), 평
가(assess), 개선(improve)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JCR, 2008). 이 중 측정과 평가는 문
제의 진단에 관련된 활동이며, 개선과 (재)설계는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
다. 이 글에서는 환자안전 수준의 측정을 중심으로 ‘문제의 진단’을 다루고, 다음으로 환자안
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환자안전 수준의 평가
가. 측정의 필요성과 그 어려움
‘측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안전 관리의 첫 단계는 환자안전
의 수준, 즉 위해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이상일 등, 2012). 환자안전의 수준을 파
악하여야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그 대책을 수행했
을 때 얼마나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안전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이상일
등, 2012). 첫째,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의 확인은 대부분 의료인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
기 때문이다. 수술 환자가 뒤바뀐 경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드러나는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의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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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위해를 예방한 근접오류(near miss)의

가깝다. 따라서 환자안전의 수준을 평가할 때 측정치가 실제에 비하여 좋은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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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료인의 자발적인 보고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둘째,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 중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적신호사건들은 매우 드물게 발
생한다. 이렇게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측정 대상자 또는 기간을 늘리
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적신호사건의 경우는 많은 자료 수집을 동반하는 집합적 자료 지표(aggregate data
indicator)로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적신호사건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원인분석과 같은 집중적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단일사건 지표(single event indicator)
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위험인구집단(population at risk)이나 위험 노출 기간 및 관찰 기간을 특정하기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입원환자에서 환자안전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당일 입원 수술
환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이송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위험인구집단이 달라진다.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환자안전 사고들은 관찰 기간 이후에 가시적으로 드
러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정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환자에게 발생한 사건이 환자의 기저 상태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의학적 조치와 관련이 있
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도 환자안전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나. 측정 방법과 그 특성
환자안전 수준의 측정은 중요하지만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
시적 오류(active error)뿐만 아니라 잠재적 오류(latent error)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방법과 자료원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타당하고 신
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오류와 위해사건의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방법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의료 오류와 위해사건을 측정하는 방법
방법
이환 및
사망사례
집담회 및 부검

장점
•잠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음
•보건의료인에게 친숙하고,
인증에서 요구하기도 함

단점
•사후해석편향(hindsight bias) 및
보고편향 가능성이 있음
•진단적 오류에 초점을 둠

적용

개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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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장점

단점

의료과오
소송 분석

•다양한 관점(환자, 의료인, 법률가)을 제공함
•잠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음

•사후해석편향 및 보고편향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한국의료
분쟁조정
중재원

오류 보고
시스템

•잠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음
•시간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
•일상적인 운영의 일부가 될 수 있음

•사후해석편향 및 보고편향 가능성이 있음

내부 보고 시스템:
개별 병원
외부 보고 시스템:
없음

행정자료
분석

•가용 자료를 손쉽게 사용함
•비용이 적게 듦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할 수 있음
•임상적 맥락과 분리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무기록검토

•가용 자료를 손쉽게 사용함
•흔히 사용됨

•위해사건에 대한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음
•비용이 많이 듦
•의무기록이 불완전함
•사후해석편향 가능성이 있음

증례검토지를
이용한
의무기록검토

전자의무기록

•초기 투자 후 비용이 적게 듦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함
•다양한 자료원을 통합함

•프로그래밍이나 자료 입력 오류에 민감함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듦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는 데 좋지 못함

익명화
시스템을 이용한
의무기록 검토,
행정자료 분석과
연계(없음)

•정확하고 정밀할 수 있음
•다른 방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함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가시적 오류
(active error)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음

•비용이 많이 듦
•신뢰성 있는 관찰자 훈련이 어려움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의 가능성이 있음
•비밀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수 있음
•사후해석편향 가능성이 있음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는 데 좋지 못함

개별 병원(없음)

•위해사건에 대하여 정확할 수 있음

•비용이 많이 듦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는 데 좋지 못함

의료관련감염,
약물 및 혈액
부작용 보고
시스템

•기여요인을 확인할 수 있음
•구조화된 시스템 접근법임
•인터뷰를 통하여 최근의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음

•사후해석편향의 가능성이 있음
•심각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실제 충분히 표준화되지 않음

개별 병원

환자 진료 관찰

임상적 감시
시스템

사례분석 및
근본 원인분석

적용

자료: Thomas와 Petersen(2003)와 Vincent(2010)

이러한 방법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으므로, 측정 방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측정의 목적과 맥락, 가용한 자료원에 따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의무기록검토나 행정자료 분석의 경우 오류 및 위해사건의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고, 근
본원인분석의 경우 원인이나 기여요인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
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의 수준을 측정하는 단일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선 존
재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잠재적 오류나 위해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
로 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위 방법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안전 수준 측정 활동으로는 일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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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병원들의 이환 및 사망사례 집담회와 기관 내부 오류보고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관리 시스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
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대한수혈학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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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자료 수집 및 분석 활동, 한국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 등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환 및 사망사례 집담회의 경우 잠재적 오류보다는 가시
적 오류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안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환 및 사망사례 집담회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류의 원인
파악에서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가 운영하고 있는 Web M&M에서
와 같이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병원 내 오류보고체계는 보고율이 낮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경미한 사건 또는 근접오류들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병원 내 조직 문화가 오류의 경험에 대한 대응에서 학습 보다는 문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강민아 등, 2005; 김은경 등, 2007; Kim 등, 2007).
또한 우리나라는 오류의 외부 보고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간 경험의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위해사건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고체계가
문책 배제, 비밀 유지, 독립성, 전문적 분석, 적시성, 시스템 지향성 및 반응성을 갖출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Leape, 20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자료 분석의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로 축적된 조정
사례가 많지 않아 그 유용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우는 환자안전 영역의 지표가 미약한 편이다. 외
국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상병·시술별 사망률 또는 병원표준화사망비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를 산출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환자안전 수준
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활용하거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진료
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병원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여 병원별로 변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
가 제시된 바 있다(Lee 등, 2014). 그러나 병원사망률이 병원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Lilford와 Pronovost, 2010), 병원표준화사망비의 공개 등에
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의 사망률 보다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비중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Hogan 등, 2012), 이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관리 시스템은 의료기관들의 유해사례 보고가 증가하
는 등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USP가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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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edication Error Reporting Program이나 MedMARx와 달리 투약 오류가 포함되어 있
지 않다(현재 전자는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로, 후자는 Quantros로 이관
되었음). 전국병원감시체계와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는 참여 기관이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되
어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보고결과의 공개를
우려하여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환자안전의 정책 의제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문제의 규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Institute of Medicine(IOM)의 ‘To Err is Human’, 영국의 경우 보건부의 ‘An
Organization with a Memory’ 발간이 계기가 되어 환자안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
었다. IOM 보고서에서 환자안전 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와 영국 보건부 보고서에서 인용한 연구도 의무기록 검토를 이용한 위해사건 조사였다
(Brennan 등, 1991; Vincent 등, 2001). 미국 뉴욕 주에서 1984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위
해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한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브라질, 스웨덴, 튀니지, 라틴아메
리카 등에서도 의무기록 검토 방법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환자안전의 현황을 측정하였다
(Vincent, 2010).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의료기관들의 환자안전 수준 측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
여 측정 방법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WHO, 2010). 우리나라에서는 한 병원에서
트리거 도구(Global Trigger Tool)를 이용한 연구(Hwang 등, 2014) 등이 있으나 아직도 국가
적 수준에서 환자안전 문제의 규모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무기록 검토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이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전국적인 위
해사건 발생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일 등, 2012).

3. 환자안전의 개선 방향
가. 해결 방안의 마련과 적용
WHO의 환자안전 연구의 순환 과정에 따르면 환자안전 수준의 파악과 그 원인의 이해는 해결
책(중재)의 확인 및 평가, 그리고 실제 의료에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자안전 분야에
서 근거에 바탕을 둔 해결 방안을 찾고, 이를 적용하여 개선 효과를 얻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
운 점이 존재한다(Woodward 등, 2010). 우선 환자안전 연구 영역에서는 무작위임상시험과 같
은 고전적인 역학적 기법을 적용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후 비
교 설계와 같은 연구 방법은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와 같이 외부 관찰자적 요인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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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책의 효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은 환자안전 문화가 구축된 일개

원에 적용시켰을 때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확신, 즉 해결 방안의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
다는 문제점도 있다. 해결 방안의 초기 효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정책 현안

병원의 특정 해결 방안이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해결 방안을 조직 문화가 다른 병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에 바탕을 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에 바탕을 둔 해결 방안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의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의 효과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러한 근거들을 정리하는 작
업을 지속하여야 한다(Pronovost 등, 2008). 즉,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해결 방안들을 찾
아서, 이득이 가장 크면서 이를 적용하는 데 장애가 가장 적은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병원의
진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에서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를 통하여 각 개별 환
자안전 활동의 근거 수준과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Leape 등, 2002).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 도입, 수술 부위 표시, 진실말하기(open disclosure) 등의 해결 방안들
은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편이다. 환자안전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다른 상황에 일
반화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해결 방
안들이 유사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근거가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료 과정에 적용시키는 데 장애가 없는
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안을 직접 적용하
는 의료인들을 각 과정의 단계별로 관찰하고,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해결 방안을 적용하
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적
연구의 과정이 필요하다(Sinuff 등, 2007). 이 과정 자체에서 특이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의료인들 사이에서 환자안전 문화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안전에 관계된 근거를 만들고 이를 환자 진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가 환자안전 중개연구를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영역으로 설정하여, 현재
2개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연구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제언
환자안전은 환자 요인, 업무 요인, (제공자)개인 요인, 팀 요인, 근무 조건, 조직 요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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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상황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Vincent, 2010). 이러한 요인들의 수
준을 Woodward 등(2010)은 ‘안전의 양파(safety onion)’라고 명명한 바 있다(그림 1). 따라
서 환자안전을 관리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Patient
Patient layer,e.p., patient engagement
Caregiver layer,e.p., patient safety training
workplace layer,e.p., nurse to patient ratio
Local system layer,e.p., presurgery checklist
National or international layer
e.g., national reporting system

그림 1. 환자안전의 수준들

Woodward 등(2010)은 기존의 환자안전 관련 연구에서 나온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환자안전의 수준에 따라 정책결정자, 의료기관 경영자,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하여 표 2와 같
은 권고를 하고 있다.

표 2.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일반적 권고

정책결정자

의료기관
경영자

1.
2.
3.
4.
5.

업무 표준화의 가치를 인식하여, 표준업무절차를 만든다.
환자 결과를 활용하여 환자안전 활동을 평가한다.
환자안전 활동을 가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보기술이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비용 절약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진실 말하기 정책을 실행한다.

의료인

1.
2.
3.
4.
5.

진료에서 개인주의적 접근을 줄인다. 팀 내에서 및 부서간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손 씻기가 좋은 첫걸음이다.
정보기술이 위협 요인이 아니라, 조력자임을 인식한다.
정도에서 벗어난 방법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오류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

1.
2.
3.
4.
5.

의료제공자들에게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알레르기, 투약 및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의료제공자들과 이를 공유한다.
투약 용량, 적응증, 상호작용, 부작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요청한다.
검사 결과를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결과 기록을 보관한다.
오류의 발견 및 보고, 안전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주의 환기, 점검표와 같은 표준업무절차 개발에 참여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한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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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안전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 집단을 만든다.
2.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다. 환자안전의 관심 영역 및 우수 사례를 파악하여 심층적 조사를 하기
위하여 보고체계의 자료 및 경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환자안전에 초점을 맞추지만, 행동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4. 의료오류에 대하여 사회 변화의 원칙을 적용한다.
5. 진실 말하기 정책의 실행을 지원한다.

환자안전이라는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심각하고, 환자안전 개선 활동에서 의료

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에서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일정 부문 자율규제에 놓여 있던 분야
에 국가가 간접규제(meta-regulation)나 준규제(quasi-regulation)를 도입하고 있다(이상

정책 현안

인의 이해관계 상충이 있어 시장 기전 또는 자발적 활동에 따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

일 등, 2013). 보건의료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규제, 재정, 정보의 제공 및 보건의료의 제공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자안전에 관련된 규제의 영역은 사건의 예방, 발생한 사건의 파악,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Downie 등, 2006). 이 중 우리나
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발생한 사건의 파악’이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환자안전 현황 파악
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와 의료기관간 경험 공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구
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하며, 의료제공자들의 환자안전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재정
적 측면의 역할은 건강보험 수가 또는 별도의 기금을 활용한 환자안전 관리 활동 지원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 보고 및 학습 체계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료기관들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안전에 대
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에 바탕을 둔 해
결 방안을 찾거나 이들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 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에 반영하거나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안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환자안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의료 환경에서는 오류
에 대한 개인적 처벌, 위계질서의 강조, 직종 혹은 상하급자 간 의사소통의 부재 등이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실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는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AHRQ의 환자안전 문화 설문지 또는 Safety Attitude Questionnaire(Sexton 등, 2006)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환자안전 문화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 문제의 또 다른 직접적 당사자인 환자들의 역할도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
하여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자신에게 투여하는 약이 무엇인지 의료인에게 확인함으
로써 투약 오류를 줄일 수 있다. AHRQ에서는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투약, 입원, 수술과 관련한 일 2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최근에 환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환자안전에 관한 서적이 발간된 바 있다(정헌재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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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연, 2013). 안전을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이 받는 진료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
지고, 진료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의 가시적인 피해자는 환자이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오류에 관련된 의료인들도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로
볼 수 있다. 환자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하여 환자안전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인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환자안전의 문제를 더욱 숨기게 만들어 환자와 의
료인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서도 정책결정자, 의료기관 경영자 및 의료인,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관계를 통하
여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환자안전 관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어 우
리나라가 환자안전 개선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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