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연구회 제 1 회 학술대회  

존스홉킨스 병원에서의 환자안전향상 활동의 예 

 

정 헌 재, MD, DrPH, MPH, MBA 

Johns Hopkins University 

hjeong1@jhmi.edu 

 

 

들어가며, 

환자안전연구회의 정식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제겐 

커다란 기쁨이자 영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간 제가 일해온 곳인 

존스홉킨스에서 진행되어 온 환자안전향상 활동의 커다란 프레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환자안전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안전의 원칙은 본 자료집에는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홉킨스의 안전/의료의 질 

전담기관인 암스트롱 인스티튜트(AI)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원의 QI 부서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는 AI 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일종의 씽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병원내/외 연구 및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 AI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프레임, 즉 지금의 

우리 병원들에도 비교적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의 

역할/기능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두가지는 바로 새로운 지식을 의료에 적용시킴으로써 ‘무엇을/어떻게 해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액션 아이템을 설정하는 과정인 KT (Knowledge Translation) 

또는 TEIP(Translating Evidence Into Practice), 그리고 안전향상을 위한 각 과/병동의 

환자안전문화 자체를 향상시켜 안전/질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CUSP 

(Comprehensive Unit-based Safety Program) 입니다.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하는 교육에만도 며칠이 걸리는 분량이기에 오늘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커다란 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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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 TEIP (Translating Evidence Into Practice) 

 

 

 

위의 표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 ‘권장되는 치료법 (recommended care)’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의 결론은 약 50%의 

환자들만 권장되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었고, 이는 미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양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근거들을 통해 얻어진 

가이드라인이 많은 경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의학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요 의학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와 양은, 의료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논문만 읽고 

있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최신의’ 근거에 기반하는 

치료를 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학적 근거(evidence)들과 실제 의료의 과정(practice)이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해지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Translating Evidence Into Practice 

(TEIP/KT)의 개념입니다. 

 



환자안전연구회 제 1 회 학술대회  

 

참고. 기초의학 / 임상의학 / KT 의 개념  

 

Definitions of Knowledge Translation 

 

CIHR: the exchange, synthesis and ethically-sound application of knowledge (within a 

complex system of interactions among researchers and users) to accelerate the capture of 

the benefits of research through improved health, more effective services and products, 

and a strengthened healthcare system 

 

IOM: translation of results from clinical studies into everyday clinical practice & health 

decision making 

 

Woolf: ensuring new treatments & research knowledge actually reach the patients or 

populations for whom they are intended and are implemented correctly 

 

TEIP 의 실제적 과정은 다음의 한 장의 슬라이드를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누어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슬라이드는 TEIP의 한 예인 존스홉킨스 QSRG (Quality 

and Safety Research Group)의 모델입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TEIP과 CP (CPG)와의 차이인데, 

TEIP 은 CP 의 개발과정을 포함하며, 이렇게 정해진 규칙 혹은 기준이 실제 의료과정에서 

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쓰여지게 하기 위한 ‘제한요인의 극복’이라는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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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QSRG의 TEIP모델 (STOPBSI Program Training Module에서 발췌) 

 

각 단계에 대해서는 발표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자료집에서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항상 해내야하는 업무의 양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는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계속하여 개발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실제 의료에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장애물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 

이의 극복을 위해 이러한 방법론이 개발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TEIP 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시작은 “Evidence”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IT의 발달로 논문을 검색하거나 새로운 치료법이나 그 근거를 검색하는 것은 

그리 큰 작업이 아닐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검색이 쉽다보니, ‘검색되어 나오는 결과물이 너무 많은데,’ 결국 그 각각의 검색 결과물들을 

평가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08 년 가을, 중심정맥관과 인공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을 키워드로 약 4,000 개의 

초록이 검색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지요)  이 중에서 실제 개선활동을 위한 액션아이템에 

포함되어도 좋을 것들을 선별하는 것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환자안전연구회 제 1 회 학술대회  

선별 과정에서는 흔히 Systematic Review 라는 기법을 통해 통계적 (실질적 효과 또한) 

증거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인 

고려가 동반됩니다.  기본적 접근은 간단합니다. 요구되는 비용이 적으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큰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고, 효과의 크기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가급적 

배제될 것입니다.  이 양쪽 극단 사이의 회색지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때엔 

화폐가치로서의 비용 이외에도 병원의 물리적 장애물 (혹은 의료인의 심리적 저항)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택할 방법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과 패키징의 과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와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되는지, 그들의 의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물인 compliance 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CPG가 생각만큼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TEIP 의 나머지 단계는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으니 (또한 CUSP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표시간에 간결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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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SP (Comprehensive Unit-based Safety Program) 

오늘 보여드릴 나머지 한쪽 조각은 환자안전에 관해서 존스홉킨스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정립하게 된 도구인 CUSP입니다.  그런데 이 CUSP의 개념에 대해서 환자안전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한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지요. 

CUSP 의 핵심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의학적’ 결과 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CUSP 의 대상은 바로 ‘환자안전문화’라고 하는 조직의 무형적 자산이에요.  

리더의 의지, 의료인 사이의 협조, 지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이 환자안전 문화에 

대해 이렇게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할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문화가 이후의 

‘실제 의학적 결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일종의 ‘기초공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악 하셨겠지만, 결국 CUSP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를 

어렵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관계/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이 가능하고, 설령 정의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존재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 두가지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데 

할애될 것입니다.  

그 전에 왜 Unit-based 여야 하느냐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집단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나라 사이에서의 문화차이를 논할때도 한국, 중국 각 나라별로 차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시아문화, 유럽문화처럼 더 큰 영역을 단위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안전문화에 관해서 그 단위를 규정하는 실질적 기준은 ‘안전향상활동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 규모가 무엇인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스홉킨스에서는 Unit 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정된 구성원에, 동일한 지휘체계를 갖는 

단위이기에 ‘유닛’ 단위라면 문화를 바꾸어 볼 만 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자, 이를 배경으로 하여 CUSP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슬라이드는 발표시간에 말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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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SP 

1. Conduct the Culture Assessment 

 

 

2. Establish an Interdisciplinary  CUSP Team 

 

 

3. Partner with a Senior Executive 

 

 

4. Gather Unit Information 

 

 

 

CUSP 

1. Science of Safety Training 

 

 

2. Engage Staff to Identify Defects 

 

 

3. Senior Executive Partnership/Executive Rounds  

 

 

4. Continue to Learn from Defects 

 

 

5, Implement Tool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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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Pre-CUSP, 그리고 CUSP 의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Learn from Defects”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CUSP가 환자안전문화와 팀웍을 다지는데 방점을 찍는다고 하였지만, 

사람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물이 있는게 좋겠지요?  

그레서 각 유닛별로 한 달에 하나씩 문제점을 뽑아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것입니다.  Defect가 

해결되는것 자체가 커다란 도움이 될 뿐더러, 그 과정에서 유닛의 환자안전문화, 팀웍등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홉킨스가 주도하는 중심정맥관관련감염 (CLABSI) 예방 

프로젝트의 이름이 “On the CUSP: STOP-BSI” 였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CUSP 라는 

기초공사를 하며, 그 위에 혈액감염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개념이에요.  (팀웍을 

위한 도구들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발표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홉킨스의 안전 시스템을 ‘홉킨스’것으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인 TEIP 

(KT)와 CUSP 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자세한 사항까지 꼼꼼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두개의 축이 어떻게 서로 엮여 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CUSP 를 통해 유닛의 환자안전문화와 팀워크를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고 (매달 1 개씩의 

Defect 는 해결해 나간다), 혈액감염이나 인공호흡기감염과 같이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TEIP을 통해 가장 최신의/또한 병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여 이를 실행한다.  평소에 CUSP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jeong@jhsph.edu 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곧 또 뵐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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