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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문제의 발견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 상 일 

환자 안전 개선의 단계 

1. 환자 안전 문제의 발견 

2. 환자 안전 문제의 원인 분석 

3. 활동 계획의 마련 및 실행 

4. 결과의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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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연구 

환자안전 문제의 발견 

• 전향적 Prospective 
– 환자의 직접 관찰 Direct observation of patient care 
– 코호트 연구 Cohort study 
– 임상적 감시 Clinical surveillance 

 

• 후향적 Retrospective 
– 의무기록 검토 Record review (Chart, Electronic medical 

record) 
– 행정/청구 자료 분석 Administrative claims analysis 
– 의료과오 소송 자료 분석 Malpractice claims analysis 
– 사망사례 집담회/부검 Morbidity & mortality 

conferences/autopsy 
– 사건보고 시스템 Incident repor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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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EJ, Petersen LA.  Measuring errors and adverse events in health care.  
J Gen Intern Med 2003;18:61-67. 

사망사례집담회 및 부검 

• 장점 
– 잠재적 오류(latent errors) 제시 가능성 

– 익숙한 방법 

– 인증기관의 요구 

  

• 단점 
– 사후과잉확신(Hindsight bias)  

– 보고 비뚤림(Reporting bias) 

– 진단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 흔히 사용되지 않으며 대표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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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from Cook, 1997 

Before the 
Incident 

After the 
Incident 

사후과잉확신 Hindsight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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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소송 자료 분석 

• 장점 

–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환자, 진료진, 법률가 등) 

– 잠재적 오류(latent errors) 제시 가능성 

 

• 단점 

– 사후과잉확신(Hindsight bias)  

– 보고 비뚤림(Reporting bias) 

– 자료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오류 보고 체계 

• 장점 

– 잠재적 오류(latent errors) 제시 가능성 

–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제공  

– 통상적 업무의 일부가 될 수 있음 

 

• 단점 

– 사후과잉확신(Hindsight bias)  

– 보고 비뚤림(Reporting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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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보고 체계 

심각하고  

예방 가능한 사건 

경미한 사건 

일어날 뻔 한 사건 

의무적 보고 

자발적 보고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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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체계가 성공하려면 

 처벌하지 않음 보고의 결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비밀 보장 환자, 보고자 및 기관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독립성 보고 시스템은 보고자 또는 기관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전문가 분석 임상적 상황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인식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보고서를 분석하여야 한다. 

 적시에 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특히 심각한 위해인 경우) 
권고안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하여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 권고안은 개인의 성과 보다는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응성 보고서를 받는 기관은 권고안을 전파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고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권고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Leape LL. Reporting of adverse events. NEJM 2002;347(20):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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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 분석 

• 장점 

– 기존 가용 자료 이용 

– 비용이 적게 듦 

 

• 단점 

– 자료의 불완전성 및 부정확성  

– 임상적 맥락(-) 

의무기록 검토 

• 장점 
– 기존 가용 자료 이용 

– 흔히 사용됨 

 

• 단점 
– 위해사건 판단의 신뢰성  

– 비용이 많이 듦 

– 의무기록의 불완전성 

– 사후과잉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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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 장점 
– 초기 투자 이후에는 비용이 적게 듦  

– 실시간 감시가 가능  

– 여러 자료원의 통합이 가능  

 

• 단점 
– 프로그램 또는 자료 입력 오류에 취약  

–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듦  

– 잠재적 오류 파악 능력이 떨어짐 

환자의 관찰 

• 장점 
– 정확성 및 정밀성 제고 가능  
–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 수집 가능  
– 다른 방법 보다 가시적 오류(active errors) 더 많이 발견 
  

• 단점 
– 비용이 많이 듦  
– 신뢰성이 있는 관찰자 훈련의 어려움  
– Hawthorne 효과 유발 가능성  
– 개인 사생할 침해 우려  
–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을 수도  
– 사후과잉확신  
– 잠재적 오류(latent errors) 발견에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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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감시 

• 장점 

– 정확성 및 정밀성 제고 가능 

 

• 단점 

– 비용이 많이 듦  

– 잠재적 오류 파악 능력이 떨어짐 

방법별 상대적 유용성 

Thomas EJ, Petersen LA.  Measuring errors and adverse events in health care.  
J Gen Intern Med 2003;18: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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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별 비교 

자료원: Rosen AK. Are we getting any better at measuring patient safety. AHRQ Web M&M. 
Available at: http://webmm.ahrq.gov/perspective.aspx?perspective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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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methods of measuring 
adverse events 

Method Sensitivity (%) Specificity (%) 

Global Trigger Tool 94.9 100 

AHRQ Patient 
Safety Indicators 

5.8 98.5 

Voluntary Error 
Reporting 

0 100 

IHI Global Trigger Tool: Sample 

• Care module triggers 
– Any code or arrest 
– Abrupt drop of > 25% in Hct 
– Patient fall 
– Readmission within 30 days 
– Transfer to higher level of care 

• Surgical module triggers 
– Return to surgery 
– Intubation/re-intubation in PACU 
– Intra- or postoperative death 
– Postop. Troponin level > 1.5 ng/mL 

• Medication module triggers 
– PTT > 100 s 
– INR > 6 
– Rising BUN or Cr > 2 times 

baseline 
– Vitamin K administration 
– Narcan (Naloxone) use 
– Abrupt medication stop 

• Intensive care module triggers 
– Pneumonia onset 
– Readmission to intensive care 
– Intubation/re-intubation 

• Perinatal module 
– 3rd or 4th degree laceration 

• ED module 
– Radmission to ED within 48 h 
– Time in ED > 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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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ing harmful incidents 

• Good medical record 

– Record review of current inpatients 

– Retrospective record review 

– Staff interview on current inpatients 

 

• Poor medical record 

– Staff interview on current in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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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verview:  
record review of current in-patient 

 
 review of the medical 

records of all patients 
who are hospitalized on 
the data collection day, 
from all types of wards 
and in-patient settings 

 staff from selected 
wards/records dept help 
with accessing available 
records 

 ward administrator/nurse 
helps to clarify questions 
not answered by records  

 doctor in charge: as ward 
administrator/nurse and 
– for monitoring and 
improvement – helps 
with comparing the 
results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Method process Roles & responsibilities 

 prevalence of harmful 

incidents calculated 
 contributing factors 

identified 
 preventability determined, 

among other results 

Results 

Your next steps for 
record review of current in-patient 

* more comprehensive guidance is provided in the method protocol 

 we agree when the record review w

ill be held 

 you arrange that a room equipped 
with a table and the records will be 
available 

 you introduce us to staff from selected 
wards and medical records department, 
we reassure them that the record review is 
confidential and explain their role 

 we select an appropriate sample, gather 
these records and note missing records 

 we screen and review medical records for 
harmful incidents, contributing factors and 
preventability and calculate the prevalence 
of harmful incidents 

 for monitoring and improvement only: we 
discuss the results with the doctor in 
charge to compare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to those of past studies 

 we immediately present the results to you 
if possible or, if not, do so at a later stage  

Preparation*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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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verview:  
retrospective record review 

 

 reviewing the facility’s 

in-patient medical 
records from the last 

year, including all 

types of wards and in-
patient settings 

 staff from selected 

wards or from records 
department: help to 

select an appropriate 

sample of medical 
records and gather 

these in the meeting 
room 

 

Method process Roles & responsibilities 

 incidence of harmful 

incidents calculated 
 contributing factors 

identified  
 preventability 

determined, among 

other results 

 

Results 

Your next steps for 
retrospective record review 

* more comprehensive guidance is provided in the method protocol 

 we agree when the record review w

ill be held 

 you arrange that a room equipped 
with a table and the records will be 
available 

 you introduce us to the medical records 
department, we reassure them that the 
record review is confidential and explain 
their role, the process and its objectives 

 we select an appropriate sample, gather 
these records and note missing records 

 we screen and review medical records for 
harmful incidents, contributing factors and 
preventability and calculate the incidence 
of harmful incidents 

 for monitoring and improvement only: we 
discuss the results with the doctor in 
charge to compar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to those of past studies 

 we immediately present the results to you 
if possible or, if not, do so at a later stage  

Preparation*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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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verview:  
staff interview on current in-patients 

 

 interview with ward 

nurse/nurse supervisor  
 interview with 

physician/doctor in 
charge of in-patients on 
day of data collection (a 

given day) 

 staff from selected 
wards/records dept help 
with accessing available 
records 

 ward administrator/nurse 
is interviewed to help 
determining presence of 
harmful incidents(~ ½ 
day)  

 doctor in charge: as ward 
administrator/nurse and 
– for monitoring and 
improvement – helps to 
compare the results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Method process Roles & responsibilities 

 prevalence of harmful 

incidents calculated 
 contributing factors 

identified 
 preventability determined, 

among other results 

Results 

Your next steps for 
staff interviews on current in-patient 

* more comprehensive guidance is provided in the method protocol 

 we agree when the staff interviews 
will be held and which wards will be 
studied 

 you arrange that a meeting room an
d the medical records (if existing) wil
l be available 

 you introduce us to the nurse and 
doctor/physician and we explain their role 

 we gather records (if available) and list names 
of selected in-patients  

 we determine for each patient whether 
harmful incidents are present or not through 
interviewing the nurse and consulting 
relevant documents  

 we study positively screened cases more in 
depth through interviewing the doctor in 
charge and consulting relevant documents  

 for monitoring and improvement only: we 
compare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to 
those of past studies through discussion with 
the department supervisor 

 we immediately present the results to you if 
possible or, if not, do so at a later stage 

Preparation*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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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현황 조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Developing and testing the protocol for 
evaluating patient saf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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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연구의 분류 

 

http://www.who.int/patientsafety/research/strengthening_capacity/measuring_harm/en/ 

1. 조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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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Office of Inspector Gener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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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틀 

• 조사 시점 

– 전향적: 일본, 프랑스 

– 후향적: 대부분 

• 조사의 단계 

– 1차: 의심 사례 선별 

– 2차: 위해사건 확인 

• 이 연구 

– Two-stage retrospectiv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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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사건의 조작적 정의 

구분 AE 정의 구분 AE 정의 

미국 

(1991) 

Adverse event: an injury that was caused by medical management (rather than t

he under lying disease) and that prolonged the hospitalization, produced a disa

bili ty at the time of discharge, or both. 

Negligence: care that fel l below the standard expected of physicians in their co

mmunity. 

브라질 

(2009) 

An unintended injury or harm resulting in death,  temporary or permanent disabili ty  

or dysfunction, or prolonged hospital stay that arises from health care 

호주 

(1995) 

An unintended injury or complication which results in disabili ty, death or prolon

gation of hospital stay, and is caused by health care management rather than t

he patient’s disease.  

튀니지 

(2010) 

Unintended injuries or complications caused by health care management, rather t

han by the patient’s  underlying disease and that lead to death, disabili ty at the ti

me of discharge or prolonged hospital stay-> 호주 

미국 

(2000) 

Adverse event: an injury caused by medical management (rather than the 

disease process) that resulted in either a prolonged hospi tal stay or disabili ty  

at discharge  

Negligence: care that fel l below the standard expected of physicians in their co

mmunity 

라틴 아메리카 5개국 

(2011) 

Harm to a patient as a result of medical care or harm that occurs in a health care 

setting->Qualifying adverse events m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riteria: 

1. included in NQF’s list of Serious Reportable Events; 

2. included in Medicare’s list of hospital-acquired conditions; and 

3. sulted in a level of patient harm determined by physician reviewers to be assoc

iated with a prolonged hospital stay, permanent harm, life-sustaining intervention

, or death. 

영국 

(2001) 

unintended injuries caused by medical management rather than the disease pro

cess ->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I I, The quali ty in Australian health care 

study 

스페인 
(2008) 

any accident related to health care and with a causation score of at least 4 

뉴질랜드 

(2002) 

An unintended injury, resulting in disabili ty, and caused by  healthcare manage

ment rather than the underlying disease process  

일본 
(2006) 

유해사상: 1)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상해 및 합병증 2)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 발

생 3) 질병의 경과가 아니며, 의료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캐나다 

(2004) 

An unintended injury or complication that results in disabili ty at the time of disc

harge, death or prolonged hospi tal stay and that is caused by health care mana

gement rather than by the patient’s underlying disease process 

미국 OIG(Adverse evnts 

in hospitals: methods 

for identifying events) 

Harm to a patient as a result of medical care or harm that occurs in a health care 

setting->Qualifying adverse events m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riteria: 

1. included in NQF’s list of Serious Reportable Events; 

2. included in Medicare’s list of hospital-acquired conditions; and 

3. resulted in a level of patient harm determined by physician reviewers to be ass

ociated wi th a prolonged hospital stay, permanent harm, life-sustaining interventi

on, or death. 

프랑스 

(2007) 

An event that was unfavourable for the patient, and was consequent to medical  

management (treatment planning and treatment, diagnosis, prevention or rehabi

li tation) rather than being an inherent part of the pathological process 

미국 OIG(Adverse evnts 

in hospitals: national 

Incidence among 

medicare beneficiar ies) 

Harm to a patient as a result of medical care or in a health care setting. 

When an initial event caused a series of related events for the same patient, we c

ollapsed the events into a “cascade event,” which counted as a single event 

스웨덴 

(2009) 

An unintended injury or complication, which results in disabili ty at discharge,  

death or prolongation of hospi tal stay, and is caused by healthcare 

management (including omissions) rather than the patient’s disease 

WHO 보고서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

ety ( ICPS) defines “Health care-associated harm”  as harm arising from or associ

ated with plans or actions taken during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rather than a

n underlying disease or injury. I t also defines “Patient safety incident”  as an even

t or circumstance which could have resulted, or did result, in unnecessary harm t

o a patient. Final ly, the ICPS considers “Harmful  incident”  or “Adverse event” as 

an incident which resulted in harm to a patient. 

네덜란드 

(2009) 

An unintended (physical and/or mental) injury, which resulted in temporary or 

permanent disabili ty, death or prolongation of hospi tal stay, and was caused by 

healthcare management rather than the patient’s disease 

우리 연구 

위해 사건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임 

1.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injury)이나 합병증(complication) 발생 

2. 이것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장애, 입원 기간의 연장, 환자의 사망을 초래함 

3. 이것이 의료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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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사건의 조작적 정의 

•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 환자의 기저 질환(underlying disease)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처치(medical management)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injury)으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퇴원 
시점에 장애를 발생한 경우 

 

 이 연구: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injury)이나 

합병증(complication) 발생 
2.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장애, 입원 기간의 연장, 환자의 

사망을 초래함 
3. 의료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 

3. 환자의 장애 정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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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isabili ty 

미국 
(1991) 

1. Minimal impairment, recovery 1 month 
2. Moderate impairment, recovery> 1 to 6 months 
3. Moderate impairment, recovery>6 months 
4. Permanent impairment, <50% disabili ty 
5. Permanent impairment, >50% disabili ty 
6. Death 
7. Could not reasonably judge disabili ty 

브라질(2009) 
명확하지는 않음 
temporary or permanent disabili ty and/or prolonged hospital stay or d
eath 

호주(1995) 

Death 
Permanent disabili ty 
-Greater than 50% 
-Less than 50% 
Temporary disabili ty 
-1–12months 
-Less than 1 month 

튀니지(2010) 

Minimal impairment, recovery within 1 month 
Moderateimpairment,recoverywithin1–6 months 
Moderateimpairment,recoverywithin6–12 months  
Permanentimpairment,degreeofdisabili ty<50% 
Permanentimpairment,degreeofdisabili ty>50% 
Death 

미국(2000) 

1. Emotional 
2. Insignificant 
3. Minor temporary 
4. Major temporary 
5. Minor permanent 
6. Significant permanent 
7. Major permanent 
8. Grave 
9. Death 

라틴 아메리카 5개국(2011)  
more than 28% of AE causing disabili ty and another 6% associated wi
th the death of the patient->구체적인 척도는 없음 

영국(2001) - 스페인(2008) 구체적인 척도가 나와 있지 않음 

뉴질랜드 
(2002, 2003) 

1. Minimal < 1month 
2. Moderate 1–12months 
3. Permanent < 50% of function 
4. Permanent>50% of function 
5. Death 
6. Unabletodeterminefrommedicalrecord 

일본(2006) 

1) 환자가 조기에 사망하였음 
2) 퇴원 시 환자에게 장애가 남았음 
3) 재입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4)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음 
5) 본래 예정에 없었던 상당한 처치와 치료가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음 

캐나다(2004) 

1. None 
2. Minimal impairment, or recovery in 1 mo, or both 
3. Moderate impairment, recovery in 1–6 mo 
4. Moderate impairment, recovery in 6–12 mo 
3. Moderate impairment, recovery in 1–6 mo 
4. Moderate impairment, recovery in 6–12 mo 
5. Permanent impairment, degree of disabili ty <50% 
6. Permanent impairment, degree of disabili ty >50% 
7. Death 
8. Unable to determine 

미국 OIG(Adverse evnts in 
hospitals: methods for 

identifying events) 

Patient Harm Index -> The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Medication Errors Reporting and Prevention (NCC MERP) Index to 
Categorize Harm 
E(Temporary harm to the patient and required intervention) 
F(Temporary harm to the patient and required an initial or prolonged 
hospital stay) 
G(Permanent patient harm) 
H(Intervention required to sustain life) 
I(Patient death) 

프랑스(2007) 

Prolonged hospital stay 
Only prolonged hospital stay 
Life-threatening situation 
Disabili ty 
Death 

미국 OIG(Adverse evnts in 
hospitals: national incidence 

among medicare beneficiaries) 

Patient Harm Index -> The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Medication Errors Reporting and Prevention (NCC MERP) Index to 
Categorize Harm 
E(Temporary harm to the patient and required intervention) 
F(Temporary harm to the patient and required an initial or prolonged 
hospital stay) 
G(Permanent patient harm) 
H(Intervention required to sustain life) 
I(Patient death) 

스웨덴(2009) 

1. Minimal impairment, recovery within 1 month 
2. Moderate impairment, recovery within 1 to 6 months 
3.Moderate impairment recovery within 6 to 12 months 
4. Permanent impairment, degree of disabili ty <50% 
5. Permanent impairment, degree of disabili ty >50% 
6 .Death 
7. Unable to determine 

WHO - 

네덜란드(2009) 
명확하지는 않음 
temporary or permanent disabili ty and/or prolonged hospital stay or death 

우리 연구 

OIG 연구 방법에서 사용한 NCC MERP 지표를 사용함 
E: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가 필요한 사건 
F: 초기적 혹은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건 
G: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 
H: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 
I: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 

3. 환자의 장애 정도 판단 

•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 6단계의 환자 장애도 

•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가하여 7가지로 장애도 구분 

• 유타 & 콜로라도 
– 9점 척도의 장애도 구분  

• 프랑스, 일본 
– 5첨 척도의 장애도 구분 

• OIG 연구 
– 환자에게 가해진 위해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장애도 판단 

• NCC MERP(The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Medication 
Errors Reporting and Prevention)의 오류 분류 지표(Index for 
Categorizing Errors) 이용 

•  이 연구: OIG연구의 NCC MER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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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과성 판단 

구분 Causation 구분 Causation 

미국 
(1991, 1991) 

To establish that an adverse event or negligence had occurred, we used as a 
criterion an average confidence score of 4 or higher (on a six-point scale) 

To grade their confidence that an adverse event had occurred on a scale of 0 to 6 
(the causation score). 

네덜란드 
(2009) 

1.(Virtually) no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2.Slight to modest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3.Management causation not likely (less than 50/50, but ‘‘close call’’)  
4.Management causation more likely (more than 50/50, but ‘‘close call’’)  
5.Moderate to strong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6.(Virtually) certain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호주 
(1995) 

1= Virtually no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2= Slight-to-modest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3=Management causation not likely, less than 50–50 but close call; 
4=Management causation more likely than not, more than 50–50 but close call; 
5=Moderate/strong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and  
6= Virtually certain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2점 이상 

브라질 
(2009) 

Using the six-point scale from the Canadian study  

미국 
(2000) 

6-point confidence scale 
1.li ttle or no evidence that medical management caused the event  
2.slight evidence 
3.not quite likely (<50:50 but close call)  
4.more likely than no t(>50:50 but close call),  
5.strong evidence 
6.virtually certain evidence. 
We required a confidence score of:2:4 for determination of an adverse event.  

튀니지 
(2010) 

The severity and preventabili ty of each event was then assessed using Review 
Form 2. 

영국 
(2001) 

- 

라틴 아메리카 
5개국 

(2011) 
Six point scale (1~6)->3점 이상 

뉴질랜드 
(2002, 2003) 

1.Virtually no evidence 
2.Slight to modest evidence 
3.Close call, less than 50:50  
4.Close call more than 50:50  
5.Moderate/strong evidence 
6.Virtually certain evidence 
->7가지질문 
#2점 이상 

스페인 
(2008) 

Six point scale (1~6) 

캐나다 
(2004) 

1.Virtually no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2.Slight to modest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3.Management causation not likely (less than 50/50, but“close call”)  
4. Management causation more likely (morethan 50/50, but “close call”)  
5.Moderate to strong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6.Virtually certain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13questions 

일본 
(2006) 

1) 명확하게 잘못된 의료행위 및 관리상의 문제가 인정된다. 
a. 의료행위 및 관리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b. 의료행위 및 관리상의 문제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50% 이상). 
c. 의료행위 및 관리상의 문제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50% 미만). 
2) 명확하게 잘못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스 
(2007) 

a six-point scale 
(from ‘virtually no evidence’ to ‘virtually certain evidence’)  
->Harvard,영국 

WHO 

Confi dence Score: 
1 = Virtually no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Then STOP, no HI)  
2 = Slight to moderate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Then STOP, no HI)  
3 = Management causation not likely; less than 50-50 (Then STOP, no HI) 
4 = Management causation more likely than not, more than 50-50 
5 = Moderate/strong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6 = Virtually certain evidence of management causation  

스웨덴 
(2009) 

a scale from 1 to 6  
->호주 

우리 연구 

Harvard 연구 방법에서 사용한 6점 척도를 이용함 
1= 인과성 증거가 없음 
(Virtually no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2= 약간의 인과성 증거가 있음 
(Slight-to-modest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3= 50% 미만의 확신을 주는 인과성 증거가 있음 
(Management causation not likely, less than 50–50 but close call) 
4= 50% 이상의 확신을 주는 인과성 증거가 있음 
(Management causation more likely than not, more than 50–50 but close call) 
5= 강한 인과성 증거가 있음 
(Moderate/strong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6= 확실한 인과성 증거가 있음 
(Virtually certain evidence for management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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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과성 판단 

• 위해사건의 인과성  
– 각 위해사건과 의료 행위와의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 

• 인과성 점수 척도 
– HMP Study와 유타 & 콜로라도 연구 등 많은 연구: 6점 척도 

– 일본(2006): 4점 척도 

– 절단값(cut-off value)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름 
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는 4점, 호주(1995), 뉴질랜드(2002) 연구는 2점, 
라틴아메리카 연구(2011)는 3점 이상인 경우 위해 사건으로 판단 

– 뉴질랜드(2002), 캐나다(2004), WHO 연구: 검토자들의 인과성 
판단을 돕기 위하여 각각 7, 13, 8가지의 선행 질문 사용 

• 이 연구: 6점 척도 사용 

5. 예방가능성 판단 

• 위해사건의 예방가능성 
–  위해사건이 얼마나 오류로 인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개념 

• 예방가능성 점수 척도 
– 일반적으로 호주(1995) 연구에서 사용한 6점 척도를 준용, 일본 

연구(2006)에서는 3점 척도로 판단 

– 절단값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름 
예)호주(1995) 및 뉴질랜드(2002) 연구에서는 2점 이상, 다른 대다수의 

연구들은 4점 이상인 경우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으로 판단 

– 뉴질랜드(2002), WHO 연구: 선행 질문을 통하여 검토자들이 
예방가능성을 판단하기 쉽게 하였음 

– OIG연구: 의사결정 알고리즘과 점검표 사용 

• 이 연구: 6점 척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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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해사건 선별 기준 개발 

• 1차 검토에 사용할 선별 기준(screening criteria) 
–  위해사건이 동반되었거나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목록 

• 많은 연구에서 HMPS의  선별 기준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 
– 대부분의 연구: 18개의 선별 기준 

– 프랑스 연구(2007): 16개의 선별 기준 

– 라틴아메리카(2011) 및 스페인 연구(2007): 19개의 선별 기준 

– OIG 연구: 54개의 선별 기준으로 구성된 Global Trigger Tool 
사용 

• 1차 검토에서 놓치는 위해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선별 기준을 모두 포함시킴 

평가기준 

[일반사항: 입원, 퇴원, 전원, 전과] 

1. 표본 입원이 이전의 의료행위와 연관되면서, 계획하지 않은 입원  

2. 표본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3. 표본 입원의 퇴원 후 계획하지 않은 재입원 

4. 퇴원 혹은 응급실 퇴실 후 72시간 내 응급실 재방문 

5. 다른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의 계획하지 않은 전원 

6. 부적절한 퇴원 

7. 중환자실이나 관찰실, 치료실로 계획하지 않은 이송 

8. 타과 의뢰 

[사건] 

9. 심폐정지 

10. 예상치 못한 사망 

11. 의료관련감염 

12.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손상 

13. 증상이 있는 과잉진정/저혈압 

14. 억제대 사용 

15. 응급 투석 

16. 병실(중환자실 포함)에서의 시술 

17. 침습적 시술 후 장기(organ) 손상 

18. 침습적 시술 중 혹은 후 심근경색, 뇌졸중, 폐색전증 발생 

[약물, 수액, 수혈] 

19. 수혈 

20. Avil(pheniramine) 혹은 Benadryl(Diphenhydramine)의 근육(IM) 혹은 

정맥(IV) 주사 

21. 갑작스런 투약 중단 

22. 해독제 사용 

23. 약물유해반응 

[검사 결과] 

24. 혈색소나 적혈구 용적률이 기저치에서 25% 이상 감소 

25. 저혈당증 

26. 출혈성 경향 

27. BUN이나 혈청 Cr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 상승 

28. Clostridium difficile 양성 배변 

[수술관련] 

29. 수술 후 Troponin의 1.5ng/ml 이상 상승 

30. 수술 후 24시간 이상의 기계적 환기 

31. 계획하지 않은 재수술 

32. 수술 중 계획하지 않은 장기의 제거, 손상, 복원 

33. 수술 중 epinephrine, norepinephrine, naloxone 또는 flumazenil의 

투여 

34. 시술이나 수술에서의 계획하지 않은 변경 

35. 마취 회복실에서의 기관삽관, 재삽관, BiPap 사용 

36. 마취 회복실에서 X-ray 촬영 

[산과 및 신생아] 

37. 산과에서 terbutaline 사용 

38. 산과에서 oxytocin 사용 

39. 신생아 5분 아프가 점수 6점 미만 또는 유산, 양수천자, 분만의 합병증 

[기타] 

40. 의료 소송이나 환자나 보호자의 불만족에 대한 기록 

41.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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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해사건 발생 및 확인의 시점 분류 

• 위해사건의 발생과 그 확인 시점이 달라서 발생 
– 표본 입원 전후의 의무기록 검토량에 대한 문제와 결부 

 

7. 위해 사건 발생 및 확인의 시점 분류 

• 각 연구들이 제시한 의무기록 검토 기간이 다름 
– HMPS: 표본 입원에서 과거 시점으로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본 입원 미래 시점에는 명확한 언급없음  

– 호주와 유타 & 콜로라도 연구(2000): 65세 미만이면 6개월 전, 
65세 이상이면 12개월 전 입원 기록까지 검토 

– 캐나다 연구(2004), 스웨덴 연구(2009): 표본 입원 전후 12개월 
검토 

– OIG 연구 등: 위해사건 발생 및 확인의 시점 분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기술이 없었음 

 

• 이 연구: 표본 입원 전후의 12개월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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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본 선정 및 제외 기준 

• 병원 선정 방법: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연구: 층화 무작위 추출 

– 영국 연구(2001): 예비 조사 성격.  런던 지역의 두 종합전문병원을 임의 선정 

– 브라질 연구(2009):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공립교육병원 세 곳을 임의 선정 

– OIG 연구: 환자 기준으로 표본 선정 
• 즉, 메디케어 환자를 선정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입원하였던 병원의 관련 기록을 검토함 

• 환자 제외 기준 
–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신과 입원 환자 제외 

– 연구에 따라 18세 미만(혹은 1세 미만), 단기 입원(24시간 기준), 산부인과 입원 
제외  

– 유타 & 콜로라도 연구(2000), 라틴아메리카 연구(2011), OIG 연구: 환자 제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이 연구 
– 위해사건 발견을 위한 프로토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의무기록 

열람 협조가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정신과 입원은 제외) 

 

9. 위해사건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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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해 사건 유형 구분 위해 사건 유형 구분 위해 사건 유형 

미국 
(1991, 1991) 

1. 수행(performance) 
2. 예방 
3. 진단 
4. 약물 치료 
5. 시스템 

호주 
(1995) 

1. 수술 
2. 진단 
3. 치료 
4. 약물 
5. 시술(medical) 
6. 산과 
7. 낙상 
8. 마취 
9. 신생아 
10. 시스템 

미국 
(2000) 

1. 수술 
2. 약물 
3. 시술 
4. 부정확하거나 지연된 진단 
5. 부정확하거나 지연된 치료 
6. 산후 
7. 신생아 
8. 마취 관련 
9. 낙상 
10. 골절 관련 
11. 기타 

뉴질랜드 
(2002, 2003) 

1. 수술(수술과 련되거나 수술 후 30일 이내 일어난 것) 
2. 시스템(장비나 공품 결함, 장비나 제공품 부족, 
부적절한 보고나 의사소통, 부적절한 수련이나 감독, 
의료 제공의 지연, 부적절한 직원, 부적절한 병원 서비스 
기능, 프로토콜 없음, 프로토콜이나 계획 실행의 실패) 
3. 약물 
4. 치료 
5. 진단 
6. 시술 
7. 기타 

캐나다 
(2004) 

1. 수술 
2. 약물, 수액 관련 
3. 다른 치료 관리(other clinical 
management) 
4. 진단 
5. medical 
6. 기타 
7. 시스템 
8. 골절 
9. 마취 
10. 산과 

프랑스 
(2007) 

1. 침습적 시술 
2. 수술 
3. 의료 용품(healthcare product) 
4. 약물 
5. 의료 관련 감염 
6. 수술 부위 감염? 

미국 
OIG(Adverse 

evnts in 
hospitals: 
national 

incidence 
among 

medicare 
beneficiaries) 

1. 투약 관련 
-출혈 과다 
-섬망이나 의식 수준 변화 
-저혈당 
-급성 신부전 
-중증(severe) 저혈압 
-호흡기 부작용 
-중증 알레르기 반응 
2. 환자 케어(care) 관련 
-혈관 내 체액 과다(intravenous volume overload) 
-흡인 
-심부정맥혈전증(DVT)나 폐색전증 
-기저질환의 악화 
-욕창 
-수술 부위 벌어짐(breakdown) 
-울혈성 심부전 
-저산소증 
-낙상 
-연장된 쇠약과 어지럼증 
3. 수술이나 다른 시술 
-출혈 과다 
-중증 저혈압 
-호흡기 합병증 
-의원성 기흉 
-수술 후 장폐색증(ileus) 
-수술 후 요폐(urinary retention) 
-급성 관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혈전과 다른 폐색 
-심장 합병증 
-부정맥 
-기구 오작동으로 인한 수술 지연 
-수술 부위 출혈 
-위 절제 후 장액종(seroma) 
-도뇨관 관련 사고 
4. 감염 관련 
-요로감염증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 
-다른 혈액 감염 
-호흡기 감염 
-수술이나 시술 부위 감염 

WHO - 우리 연구 

1. 진단 관련(예: 진단 오류, 타과 의뢰 회신 지연 등) 
2. 투약, 수액, 전해질, 혈액 관련(예: 항응고제의 용량 과다로 인
한 출혈, 부적절한 투약 방법) 
3. 환자 케어(care) 관련(예: 흡인, 욕창, 낙상 등) 
4. 수술이나 시술 관련(예: 수술 후 장폐색증, 의원성 기흉 등) 
5. 감염 관련(예: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증, 수술 부위 감염 등) 
6. 기타 

9. 위해 사건 유형 분류 

• 공통된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1. 진단 관련 

• 진단 오류, 타과 의뢰 회신 지연 등 

2. 투약, 수액, 전해질, 혈액 관련 
• 항응고제의 용량 과다로 인한 출혈, 부적절한 투약 방법 

3. 환자 케어(care) 관련 
• 흡인, 욕창, 낙상 등 

4. 수술이나 시술 관련 
• 수술 후 장폐색증, 의원성 기흉 등 

5. 감염 관련 
•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증, 수술 부위 감염 등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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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검토지의 개발 

•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증례검토지에 포함될 
항목과 그 내용을 결정 

•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위해사건을 찾아낼 수 있는 
증례검토지 개발 

• Two-stage retrospective 
review method 

• 관찰자 간 신뢰도 및 
관찰자 내 신뢰도를 확인 

→ 프로토콜 개발에 초점 

증례검토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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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토지: 간호사용 

• 실제 위해사건 여부 및 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2차 
검토를 돕기 위해 설계 

• 환자 진료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 
–  일반 정보: 환자의 입원 기간, 입원 경로, 입원 진료과, 응급실 

체류 여부, 수술 여부, 중환자실 체류 여부, 입원 당시 주 
진단명과 동반질환을 기술 

– 선별 기준: Harvard 연구 계열과 OIG 연구의 IHI GTT 평가 
기준을 정리하여, 43개의 선별 기준을 선정  

– 기타: 검토 시작 및 종료 시각, 의무기록의 질 평가 등 

• 최대한 검토자 편의를 고려하여 검토 항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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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토지: 의사용 

• 검토한 사례에서 위해사건을 찾아내고, 위해사건 발견 
시 그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 검토자 편의를 고려한 구성 

• 검토 소요시간, 의무기록 질 평가 항목 

• 각 응답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항목을 가급적 줄여 
검토자 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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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검토의 수행가능성 평가 



2013-03-12 

36 

의무기록 조사 

•  증례검토지에서 최종 확인하는 사항 

위해 사건 발생 시점 및 계단식 사건 여부 

1차 검토의 선별 기준과의 관련성 

위해 사건 유형: 진단 관련, 투약 관련, 환자 케어 관련, 
수술 및 시술 관련, 감염 관련 

기여요인: 외부 환경, 조직 및 경영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업무 요인, 환자 요인, 팀 요인, 개인 요인 

위해 사건 발생 장소, 위해의 정도, 입원 기간 연장 

위해 사건의 인과성 및 예방가능성 

의무기록의 질 

• 조사 결과는 모두 익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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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검토지를 바탕으로 한  
의무기록 조사  

• 의무기록 조사 준비 
– 병원 섭외, 검토자 교육 

– 병원 샘플링, 의무기록 샘플링 방법 

– 정신과, 24시간 미만 체류 제외, 산과는 포함 

• 법률자문 

• IRB 심의 

• 의무기록 익명화  

• 조사일정  

 

 

일정 병원 간호사 검토자 의사 검토자 검토건수 

10/26, 10/27, 10/28 가 A, B D, E 51건 

11/2, 11/3, 11/4 나 A, B D, F 91건 

11/16, 11/17, 11/18 
다 

(본조사) 
A, B, C D, G 96건 

11/30, 12/1, 12/2 
다 

(재조사) 
A, B, C D, G 54건 

의무기록 조사의 실무적 문제 

• 비용과 시간적 제한 

– 일일 의무기록 검토량  
• 검토자의 피로도와 검토의 질을 감안 

•  WHO 보고서는 하루 30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권고 

• 실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해 본 결과, 간호사 검토의 경우 
하루 최대 40~50개 정도 가능 

– 검토 비용 
• 간호사 검토: 환자 1명 당 6,000원  

• 의사 검토: 환자 1명 당 12,000원, 세부 위해 사건 보고서 
작성 당 2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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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1차 검토 선별 기준의 민감도, 특이도, 검토자 간 신뢰도 및 검토자 
내 신뢰도 

– 주요 결과 변수: 위해사건 판정, 위해사건이 확인된 사례에서의 
예방가능성, 인과성, 환자의 장애 정도 등 

• ‘가’, ‘나’ 병원의 결과는 2차 검토자 간 위해사건 판정에 대해  
일치도가 매우 낮았음  -> ‘다’ 병원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 

 

의무기록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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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기준의 민감도 및 특이도 

• #41(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민감도 45.5%, 특이도 91.1%  

• #16(병실(중환자실 포함)에서의 시술) 
– 민감도 36.4%, 특이도 77.6% 

• #21(갑작스런 투약 중단) 
– 민감도 36.4%, 특이도 95.6% 

•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예’인 경우 
– 민감도 90.9%, 특이도 8.9%  

• 제한점: 한 병원만의 결과이며 표본 수가 적어, 각 평가 
기준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95명의 의무기록 검토 중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평가 기준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는데, 이는 평가 기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은 
표본 수와 병원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로 판단됨. 

 

검토자 간 신뢰도 

• 1차 검토자  
– 검토자 간 선별 기준 일치도: 91.6~100% 

– 카파값: 0.16~1.0  

• 카파값이 0.4 미만인 기준은 #21(갑작스런 투약 중단, K=0.24), 
#22(해독제 사용, K=0.26), #41(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K=0.16) 

•  2차 검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카파값: 0.68 (0.54-0.83) 

– 재조사의 검토자 간 선별 기준 일치도: 88.9~100%  

• 2차 검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카파값은 0.55(0.33-0.77) 

• 2차 검토자 

  일치도(%) 카파값 (신뢰구간) 

본조사 (N=57) 93.0  0.71  (0.44-0.97) 

재조사 (N=30) 86.7  0.29  (-0.1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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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내 신뢰도 

• 1차 검토자 
– 검토자 별로 54명의 환자에 대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 

• 재검사 사이의 간격은 13-14일 

– 검토자 A  

• 일치도: 88.9~100%, 카파값은 –0.02~1 

• 카파값이 0.4 이하인 기준은 #8(타과 의뢰, K=0.19)과 #41(K=-0.02)  

• 2차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 내 신뢰도 계수는 0.54(0.31-0.77)  

– 검토자 B  

• 일치도: 90.7~100%, 카파값은 0.49~1  

• 2차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 내 신뢰도 계수는 0.67(0.47-0.87)  

• 2차 검토자 

 

 

  일치도(%) 카파 (신뢰구간) 

검토자 G 90.0  0.37  (-0.16-0.89) 

검토자 D 96.7  0.87  (0.62-1.00) 

2차 검토의 타당도 

• ‘다’ 병원의 본조사, 재조사에서 확인된 위해 
사건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확인(gold standard) 

 

 

 

 

 

• 민감도 72.7%, 특이도 100.0% 

• 위해사건 발생률: 11.5% (11/96) 

Gold Standard 
전체 

위해 사건 있음 위해 사건 없음 

검토자 D, G 

(각각) 

위해 사건 있음 8명 0명 8명 

위해 사건 없음 3명 46명 49명 

전체 11명 46명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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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검토지의 수행가능성 평가 

• 의무기록의 질 

– 1차 검토자 100%가 의무기록이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 

• 검토 소요 시간 

– 1차 검토 소요 시간 

• 본조사: 환자 1명당 평균 6.78분(SD 5.27) [최소 2분, 최대 41분] 

• 재조사: 본조사 보다 환자 1명당 평균 1분 이상 단축됨 

– 2차 검토 평균 소요 시간 

• 검토자 G: 위해사건 발생 환자 19.1분, 미발생 환자 2.3분 소요 

• 검토자 D: 위해사건 발생 환자 20.7분, 미발생 환자 3.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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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의 수정 보완 

• 검토자 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증례검토지 보완  
– 각 평가 기준의 조작적 정의 보완 및 적절한 예시 추가 

 
• 1차 검토에서도 위해 사건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증례검토지 수정 
– 현재 1차 검토에서는 위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별 

기준의 유무만을 판정 
 

• 평가 기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증례검토지 보완  
–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증례검토지 및 매뉴얼 수정 보완 
– 추후 연구에서 타당성 확인 필요 
 

• 의무기록의 질 평가 항목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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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 

 의무기록에 의존한 후향적 조사 

 조사 사전 준비 과정의 검토자 교육 훈련 

 조사 병원의 대표성과 표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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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환자 안전 향상의 첫 단계는 그 안전 수준을 

먼저 측정하는 것임 

• 우리나라 병원 내 위해 사건의 현황 파악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 

→ 국내의 병원 내 위해 사건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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