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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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일



환자안전, 중요한 문제인가?





Resolution WHA55.18 
urges Member States to 
pay the closest possible 
attention to patient 
safety an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science-
based systems for 
improving patients’ 
safety and the quality of 
health care.



외국의 조사 연구들

Brennan TA, et al.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nd negligence in 
hospitalized patients: results of the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1. 
N Engl J Med. 1991;324:370-376.

Leape LL, et al. The nature of adverse events in hospitalized patients: 
results of the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ll. N Engl J Med. 1991; 
324:377-384.

Thomas EJ, et al. Incidence and types of adverse events and negligent 
care in Utah and Colorado. Med Care 2000;38:261-271.

Wilson RM, et al. The Quality in Australian Health Care Study. Med J 
Aust 1995; 163(11): 458-471.

Vincent C, et al. Adverse Events in British Hospitals: preliminary 
retrospective record review. BMJ 2001;322(7285):517-519.

Schiøler T, et al. [Incidence of adverse events in hospitals. A 
retrospective study of medical records] Ugeskr Laeger
2001;163(39):5370-8.

Davis P, et al. Adverse events in New Zealand public hospitals I: 
occurrence and impact. NZ Med J 2002;115(1167):U271.



Baker GR, et al. The Canadian Adverse Events Study: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mong hospital patients in Canada.  CMAJ 
2004;170(11):1678-1686.

Michel P, Quenon J-L, Djihoud A, et al. French national survey of inpatient 
adverse events prospectively assessed with ward staff. Qual Saf 
Health Care 2007;16:369-77.

Aranaz-Andrés JM, Aiba-Remón C, Vitaller-Murillo J et al.Incidence of 
adverse events related to health care in Spain: results of the Spanish
National Study of Adverse Event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8;62:1022-1029.

Zegers M, de Bruijne MC, Wagner C, et al. Adverse events and potentially 
preventable deaths in Dutch hospitals: results of a retrospective 
patient record review study. Qual Saf Health Care 2009;18:297-302.

Mendes W, Martins M, Rozenfeld S, et al. The assessment of adverse 
events in hospitals in Brazil. Int J Qual Health Care 2009;21:279-84. 

Soop M, Fryksmark U, Köster M, et al.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in 
Swedish hospitals: a retrospective medical record review study. Int J 
Qual Health Care 2009;21:285-91.

Letaief M, Mhamdi SE, El-Asady R et al. Adverse events in a Tunisian
hospital: results of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t J Qual Health 
Care 2010;22(5): 380-385.

Aranaz-Andrés JM, Aibar-Remón C, Limón-Ramírez R, et al. Prevalence of 
adverse events in the hospitals of five Latin American countries: 
results of the ‘Iberoamerican study of adverse events’ (IBEAS). BMJ 
Qual Saf 2011;20:1043-51.







http://connect.bcbsnc.com/lets-talk-cost-2013/the-cost-problem/waste/posts/cause-medical-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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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 Quality & Safety in Health Care 2008;17:216-223
– AE 발생 확률: 9.2% [4.6, 12.4]
– AE 발생 환자의 사망 확률: 7.4% [4.7, 14.2]
– AE의 예방 가능성: 43.5% [39.4, 49.6]

• 입원건수(2011년): 5,977,578건
• 연간 AE 사망 환자수 추청치

– 년간 40,695명 [12,924, 105,253]
– 예방가능 사망: 17,702명 [5,092, 52,206]

• 2011년 사망자수
– 신생물(C00-D48): 72,650명
–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56,878명
– 자살(X60-X84): 15,906명
– 운수사고(V01-V99): 6,316명



예방할 수 있는가 ?

•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1984)

Adverse events의 의무기록 1,133건 검토 결과
– 70%: 예방 가능

– 6%:  potentially preventable

• UT & CO Study(1992)
– surgical errors의 54%: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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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영향을 미치는 요인



Elements influencing safety 

1.Organization and management factors. 
2.Work environment factors. 
3. Team factors. 
4. Task factors. 
5. Individual factors. 
6.Patient characteristics. 
7.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Vincent C. Patient safety. London: Elsevier; 2006. 



환자 안전 관련 법률

1. 예방을 위한 법률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혈액관리 등

2.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 없음

3. 사후 처리에 관한 법률

• 형법, 민법 등

•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010;31: 479-497 



정책결정자에 대한 권고

1. 안전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고위 수준의
그룹을 만들기

2. 보고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우려가 되는 영역과 최선의 진료 발견 및
추가 조사를 위하여 보고체계의 자료와
경향을 검토

3. 환자안전에 초점을 맞추되, 변화가 느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4. 의료과오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변화의
원칙을 적용하기

5. 진실 말하기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기







Average Rate Per Exposure of Catastrophes and 
Associated Deaths Per Activity (“Reliability”)

Amalberti, et al. Ann Intern Med.2005;142:75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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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Accident Rate History

A Systems Approach to Safety can work in Healthcare:
The Airline Industry Proved it



http://www.ncbi.nlm.nih.gov/books/NBK2652/



환자안전 보고 체계





오류의 유형과 대응

무모한행동
Reckless Behavior

의도적 위험 행동

관리 방법:

• 교정 조치
• 징계 조치

위험 행동
At-Risk Behavior

비의도적 위험 행동

인적 오류
Human Error

현 시스템 설계의 산물

관리 방법:

• 프로세스 변화
• 절차의 변화
• 훈련
• 설계의 변화
• 환경의 변화

위 로 지 도 처 벌

관리 방법:

• 위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거
• 안전한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Barriers & Incentives to Reporting

• Legal

• Cultural: values, attitudes, beliefs

• Regulatory

• Financial

BMJ 2000; 320(7237): 759–763.



Legal Barriers & Incentives 
Individual Organisational Society

Barrier Fear of reprisals, 
lack of trust 

Fear of litigation, 
costs, sanctions 
undermine trust, 
bad publicity 

Legal impediments 
to peer review, 
confidentiality, and 
multi-institutional 
databases 

Incentive Provide 
confidentiality and 
immunity

Provide 
confidentiality 
and immunity

Ensure 
accountability, 
inforce reporting 
statutes

BMJ 2000; 320(7237): 759–763.



WHO Recommendations
1. Adverse ev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 should have as 

their main objective the improvement of patient safety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errors and hazards which may warrant 
further analysis and investigation in order to identify underlying 
systems factors.

2. When designing adverse event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s, 
the responsible parties should clearly set out:
– the objectives of the system
– who should report
– what gets reported
– mechanisms for receiving reports and managing the data
– sources of expertise for analysis
– the response to reports
– methods for classifying and making sense of reported events
– ways to disseminate findings
–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data security.



3. Health-care worker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report a wide range of safety information and events.

4. Health-care workers who report adverse events, near misses and 
other safety concerns should not be punished as a result of 
reporting.

5. Reporting systems should be independent of any authority with 
power to punish the reporter.

6. The identities of reporters should not normally be disclosed to 
third parties.

7. Reported events should be analysed in a timely way.
8. Reported events should be analysed by experts who understand 

the clinical circumstances and care processes involved and who 
are trained to recognize underlying systems causes.

9. The entity that receives reports should be capable of making 
and disseminating recommendation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should agree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wherever possible.

10. Recommendations for preventative strategies should be rapidly 
disseminated, especially when serious hazards are identified.



WHO Checklist 
for developing a reporting system

1. Clarify objectives
2. What types of learning are the priorities?
3. Voluntary or mandatory?
4. Confidential or public disclosure?
5. What is the process for the reporting system?
6. Is confidential information held secure?
7. What is the data infrastructure?
8. What is the approach to classification?
9. What is the approach to analysis?
10. How will responses be generated and 

disseminated?
11. Are there sufficie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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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시스템의 목표

과실에 의한

심각한 사고

경미한 사건

일어날 뻔 한 사건

책임(accountability)

학습(learning)



2. 보고 시스템을 통한 학습 유형

• 새로운 심각한 위해에 대한 경보 발령
(Alerts regarding significant new hazards)
• 시스템 결함의 분석
(Analysis of systems failures)
• 병원이 학습한 교훈의 공유
(Lessons learned by hospitals)
• 최선의 진료에 대한 권고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 추이의 분석
(Analysis of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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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 보고 vs. 자율 보고

과실에 의한

심각한 사고

경미한 사건

일어날 뻔 한 사건

책임의 원리
의무 보고
비밀 보호(-)

학습의 원리
자율 보고
비밀 보호(+)

항공법제49조의3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법제49조의4
(항공안전 자율보고)



4. 보고 내용의 비밀 유지 vs. 공개

• 비밀 유지
–자율 보고

• 개별 보고의 공개
–의무 보고

• 분석 결과 또는 경향의 공개





Serious Reportable Events
• Surgical or invasive procedure events (5)

– Surgery or other invasive procedure performed on the wrong site
– Surgery or other invasive procedure performed on the wrong patient
– Wrong surgical or other invasive procedure performed on a patient
– Unintended retention of a foreign object in a patient after surgery or other invasive 

procedure
– Intraoperative or immediately postoperative death in an ASA Class 1 patient

• Product or device events (3)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ntaminated drugs, 

devices, or biologics provided by the healthcare setting
– 2B.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the use or function of a device in 

patient care, in which the device is used or functions other than as intended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intravascular air embolism that 

occurs while being cared for in a healthcare setting
• Patient protection events (3)

– Discharge or release of a patient/resident of any age, who is unable to make 
decisions, to other than an authorized person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patient elopement (disappearance)
– Patient suicide, attempted suicide, or self-harm that results in serious injury, while 

being cared for in a healthcare setting



Serious Reportable Events
• Care management events (9)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a medication error (e.g., errors 
involving the wrong drug, wrong dose, wrong patient, wrong time, wrong rate, 
wrong preparation, or wrong route of administration)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unsafe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 Maternal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labor or delivery in a low-risk 
pregnancy while being cared for in a healthcare setting

–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neonate associated with labor or delivery in a low-risk 
pregnancy (new)
4E.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a fall while being cared for in a 
healthcare setting

– Any Stage 3, Stage 4, and unstageable pressure ulcers acquired after 
admission/presentation to a healthcare setting

– Artificial insemination with the wrong donor sperm or wrong egg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resulting from the irretrievable loss of an 

irreplaceable biological specimen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resulting from failure to follow up or communicate 

laboratory, pathology, or radiology test results



Serious Reportable Events
• Environmental events (4)

– Patient or staff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an electric shock in the 
course of a patient care process in a healthcare setting

– Any incident in which systems designated for oxygen or other gas to be delivered 
to a patient contains no gas, the wrong gas, or are contaminated by toxic

– Patient or staff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a burn incurred from any 
source in the course of a patient care process in a healthcare setting

– Patient death or serious injury associated with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s or 
bedrails while being cared for in a healthcare setting

• Radiologic events (1)
–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r staff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metallic object into the MRI area
• Potential criminal events (4)

– Any instance of care ordered by or provided by someone impersonating a 
physician, nurse, pharmacist, or other licensed healthcare provider

– Abduction of a patient/resident of any age
– Sexual abuse/assault on a patient or staff member within or on the grounds of a 

healthcare setting
–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r staff member resulting from a physical 

assault (i.e., battery) that occurs within or on the grounds of a healthcare setting



의무 보고 사례

• 미국
–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Serious Reportable 

Event를 주 정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 시 벌칙: 허가 취소, 감사

• 오스트레일리아
– 빅토리아주: 적신호 사건의 보고 의무화

• 싱가폴
– Serious Reportable Event의 보고 의무화

• 일본
– 법에 정한 사건 보고의 의무화(의무보고 기관)



자율 보고의 장려

• 법적 보호
–보호(+): 사건의 기관 내외 보고 내용, 

의료기관/환자안전기구의 분석 및 개선 활동
기록

–보호(-): 위해사건 발생 환자의 의무기록
–과실 자체에 대한 면책은 아님

• 익명화
–보고를 익명으로 접수
–보고 접수 후 개인 식별가능 정보 제거



5. 보고 시스템의 과정
의무 보고 자율 보고

무엇을 적신호 사건 모든 사건
근접오류

누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환자

어떻게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참고: 항공분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항공안전자율보고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6. 신분 보호
• 환자, 보고자, 의료기관의 신분 보호

• 항공 분야의 예: 면책과 신분 보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법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우리 보고제도에서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보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보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원보고서 서식 중 인적 사항 기입
부분을 절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고자에게 반송하고 있으며, 복사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고내용도 분석 및 전파를 완료한 후에는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7. 자료 구조
8. 분류 방식

• 자료 구조
–보고서
–단순 스프레스시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분류 방식
–사건 유형
–위험의 정도
–인과 관계



9. 분석의 접근법

• 위해 요소 발견 Hazard identification

• 요약 및 기술 Summaries and descriptions

• 경향 및 군집 분석 Trend and cluster analysis

• 상관 관계 Correlations

• 위험 분석 Risk analysis

• 인과관계 분석 Causal analysis

• 시스템 분석 Systems analysis



10. 보고에 대한 반응 및 전파

• 보고자에 대한 감사 표시

• 의료기관에 대한 경보

•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에 경향, 주제

또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정보 제공



11. 보고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원

• 보고 수집에 필요한 기전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조사 능력

• 기술적 기반

• 사건 분류 방법

• 전문적 분석

• 결과 및 권고안 전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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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ient Safety & Quality Improvement Act

• 목적

–기밀성이 보장된 자발적 보고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건 감소

• 2005년 7월 29일 제정, 2009년 1월 19일 발효

• 주요 내용

– 환자안전기관 (Patient Safety Organizations, PSOs) 지정

– 환자안전 업무 문서(Patient Safety Work Product)에 대한 법적 보호

– National Patient Safety Databases의 구축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안전센터

내부
보고체계

사건 보고
자료 조회

안전 경보
안전 권고안

환자안전
DB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안전 소식지



위해사건에 대한 설명



Disclosure

• Following serious unanticipated 
outcomes, including those that are 
clearly caused by systems failures, the 
patient and, as appropriate, the family, 
should receive timely, transparent, and 
clear communication concerning what is 
known about the event.

NQF’s list of “Safe Practices for Better Healthcare – 2010 Update”



Draft legislation for apology immunity 
before state licensure board 

• Health care providers who disclose medical 
error to patients and apologize for resulting 
injury, as well as pay compensation, are 
protected from administrative discipline.

• If a provider falsifies documents as part of 
the process, is reckless, or commits two or 
more medical errors in a 10-year period, 
the administrative protection does not 
apply.



위해사건의 설명 open disclosure

• “사고와 관련된 사람이 환자나 가족에 대하여
행한, 사망, 고통 또는 괴로움에 관련한 일반적인
공감이나 선의의 위로를 표시하는 말, 서면 또는
몸짓은 민사소송에서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MA 주 법)

• 미국의 35개 주에서 의료사고 발생 이후
공감(sympathy) 또는 사과(apology) 표명을 배상
책임의 증거에서 배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10개 이상의 주에서는 환자에게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해사건 설명(disclosure)을
의무화하고 있음. (2008년 4월 기준)





법안의 명칭

• ‘환자안전법’에서

• ‘환자안전에 관련된 보고 및 설명에 관한

법률’로



환자안전 전담 기구의 설치
• 명칭: 환자안전센터(가칭)
• 기능

– 환자안전의 전국적 실태 파악
– 환자안전 보고 체계의 운영
– 보고된 사건의 유형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 환자안전 경보 발령
– 환자안전 개선 권고안 도출 및 전파
– 환자안전 개선 시범 사업의 시행
–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적 지원
– 소비자/환자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 기타 환자안전 개선에 관한 사항

• 권한
– 의무기록 열람
– 의료인 면담



• 운영 방식
–단기: 업무 위탁
–장기: 독립기구 설치

• 재원: 국고 (+ 건강보험 + 기금)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 주 정부
–영국: 보건부 + NHS → NPSA (￡15M)
–미국: AHRQ (USD 60M)



환자안전 관련 기구

Governmental organizations
• Australia and New Zealand 
–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and 

Adverse Drug Reactions Advisory 
Committee

–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 New Zealand Health Quality & Safety 
Commission

• United Kingdom 
–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 NRLS + Commissioning Board Authority

• France
– Haute Autorité de Santé 

• United States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dependent organizations 
• Australia 
– Australian Patient Safety Foundation

• Canada 
– Canadian Patient Safety Institute
–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Canada
• Denmark

- Danish Society for Patient Safety
• Germany 
– German Agency for Quality in Medicine
– German Coalition for Patient Safety

• United States 
– The Joint Commission
– United States Pharmacopeia
–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 ECRI Institute



국가의 책임
• 국가는 환자안전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환자안전 수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는 민간이 행하는 환자안전 개선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는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국가는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의료기관의 책임
• 기관 내에서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 자발적 환자안전 보고의 장려
• 의료인들의 환자/보호자에게 위해사건 설명(disclosure) 장려
• 환자안전 보고 또는 위해사건 설명을 이유로 보고자를 징계하

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주지 않아야
• SRE의 보고와 근본원인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
• 의료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 적극적인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개선 활동
• 위원회 운영: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겸할 수 있음
• 담당부서 설치, 담당자 지정: 일정 규모 이상
• 환자안전센터 활동에 대한 협조
• 환자안전센터 필수 권고안의 이행



의료인의 책임

• 환자안전 사건의 자발적 보고
• SRE를 소속 기관에 의무적 보고
• 위해사건 발생 시, 이를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환자안전센터의 활동에 대한 협조



환자안전: 권리

• 의료인/의료기관, 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보고 내용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안전 업무 문서에 대한 법적 보호
–개인/기관 식별이 가능한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위해사건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 환자/보호자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
–위해사건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사례: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 사건 발생

– Serious Reportable Event
• 사건 보고

– 환자안전센터에 보고
– 근본원인분석 결과 제출
– 권고안 마련 및 전파
– 의료기관의 투약 시스템 개선
– 관련 의료진에 대한 심리적 지지 조치

• 위해사건 설명
– 환자/가족에 대한 공감 및 위로 표시
–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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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