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Neonatol • 2011;18:345-352

Original article
http://dx.doi.org/10.5385/jksn.2011.18.2.345
pISSN 1226-1513•eISSN 2093-7849

NICU 간호 숙련성의 차이에 따른 위해 사건 비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아과학교실
한영미·성민정·박경희·변신연

Comparison of Adverse Events due to Differences in NICU Nursing Expertise
Young Mi Han, M.D., Min Jung Sung, M.D., Kyung Hee Park, M.D. and Shin Yun Byun, M.D.
Departments of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Korea

Purpose: Nursing quality influences patient’ outcom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We compared differences in adverse
events (AEs) b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nursing experience at the NICU, developed guidelines to prevent AE, and then investigated
the change in AE.
Methods: AEs related to nursing were investigated from January 1, 2009 to December 31 2009 at the NICU of the newly established
A hospital and B hospital that has been operating for 14 years. We also assessed the level of nursing experience. Guidelines to prevent
nursing-related AEs were prepared at A hospital, and the change in the incidence of AE was investigated after 1 year.
Results: Twenty nurses (80%) had <2 years experience at A hospital, whereas 13 nurses (65%) had 2 years or longer but less than 4
years experience at B hospital (P <0.001). The number of incidences of AE that occurred in 2009 in A hospital was higher (46) than that
at B hospital (10). Intravenous (IV) injection-related incidents had the highest share in both hospitals: 24 incidents (52.2%) at hospital A
and eight incidents (80%) at hospital B. After the guidelines were instituted in 2009, the number of nursing AEs decreased to 17, of
which the number of IV incidents was the highest (6, 35%), athough its share decreased.
Conclusion: Supervision and prevention guidelines should be in place to reduce nursing AEs, which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NICU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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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시키고 중요한 장기들의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서론

둔다. 이를 위해서 적합한 의료장비 및 시설의 구비와 의사를 비
최근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는 극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롯한 전문화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며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져
야 한다.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환자 안전은 의료의 질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신생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출산 독려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아중환자실은 간호 요구도가 높은 곳으로 전인 간호의 수준이

를 극복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1).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숙아 및 심각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관리하는 곳으로 생명

저자들은 다수의 신규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신설된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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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확연히 위해 사건이 잦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간호 숙련성의 차이에 따른 위해 사건의 차

결과

이를 비교하고 간호 위해 사건에 대한 예방 지침 마련 후 위해 사
건의 변화를 알고자 하였다.

1. 같은 해 두 NICU 간의 비교 (2009)

대상 및 방법

A병원은 2008년 12월에 개원한 신설병원으로 신생아중환자
실 및 신생아실 병상 수는 16병상과 32병상이었으며 각각에 배

1. 대상

치된 간호사 수는 16명과 9명으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1과

새로 설립된 A병원과 14 년간 운영되어 온 B병원의 신생아 중

3.6이었다. B병원은 1995년 12월에 개원하여 14년간 운영된 병

환자실 및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으로 신생아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병상 수는 15병상과 25병
상이었으며 각각에 배치된 간호사 수는 15명과 5명으로 간호사

2. 방법

1인당 병상 수는 1과 5이었다(Table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간

1) 같은 해 두 NICU 간의 비교(2009)

호사의 경력은A병원의 경우 총 25명의 간호사 중 2년 이내 경력

(1) A 병원과 B 병원의 운영 비교를 위하여 2009년 당시의 병

자가 20명으로 80%를 차지하였고 2년 이상 4년 이내 경력자가

원 운영 기간, 신생아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병상 수와 각각에 배

4명, 4년 이상 6년 이내 경력자가 1명으로 대다수가 신규 인력이

치된 간호사 수를 조사하였다.

었다. B병원은 총 20명의 간호사 중 2년 이상 4년 미만의 경력자

(2) 간호 인력의 숙련성 비교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가 13명으로 65%를 차지하였고 4년 이상 6년 이내와 7년 이상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경

경력자가 각각 2명인 반면 2년 이내의 신규 인력은 3명으로 적

력을 조사하였다.

어 두 병원 간 평균 간호 경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2009년도에 A병원과 B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재태 주수,
출생체중, 재원 일수, 생존율, 인공호흡기 사용, 산소투여 여부, 총
정맥영양 여부, 수술 건수를 조사하였다.
(4) 간호 부주의로 인한 위해 사건의 종류 및 환자에 미친 영
향을 조사하였다.

(P<0.001)(Table 1).
2009년도에 A병원과 B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총 수는 각각
483명과 484명이었다. 재태 주수는 두 병원 모두 37주 이상이
각각 310명(64.18%)과 266명(54.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
하 미숙아의 분포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76). 출생
체중은 2,500 g 이상이 각각 312명(64.6%)과 303명(62.6%)으로

2) A병원의 위해 사건 예방 간호 지침 마련 1년 뒤 변화 조사

가장 많았고 그 이하 저체중아의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

(1) 2010년도에 A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재태 주수, 출생체

다(P=0.596). 그러나 A병원에서 장기 재원, 인공호흡기 사용 및

중, 재원 일수, 생존율, 인공호흡기 사용, 산소투여 여부, 총 정맥
영양 여부, 수술 건수를 조사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NICU Operation between A Hospital and B
Hospital (2009)

(2) A병원에서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해 마련한 간호 지침 항목
을 조사하였다.
(3)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한 간호 지침을 실행하고 있던 2010년
도의 위해 사건과 환자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1년간의 변화
를 알아보았다.

Duration of NICU operation (year)

A Hospital

B Hospital

1

14

Beds of NICU/SB (bed)

16 / 32

15 / 25

0.684

Nurses of NICU/SB (person)

16 / 9

15 / 5

0.428

Nurse-Bed ratio of NICU / SB

1:1 / 1:3.6

1:1 / 1:5

0.508

N=25

N=20

<0.001

NICU Career of Nurses
1-2 (year)*

20 (80)

3 (15)

3. 통계학적 분석

3-4 (year)*

4 (16)

13 (65)

SAS 시스템을 이용하여 Chi-squre test 또는 Mantel-Haenszel

5-6 (year)*

1 (4)

2 (10)

Chi-squre test을 이용해서 P-value를 구하였고, P-value는

>7 (year)*

0 (0)

2 (10)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P -value

*Expressed as number (%).
Abbreviations: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B, sick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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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투여, 총 정맥영양 투여, 수술이 많았다(P≤0.001). 특히 심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머지 B병원에서의 위해 사건

혈관계 수술이 A병원의 경우 총 129건 중 65건(50.4%), B병원의

에는 경구용 진정제가 정맥으로 투여 된 경우와 수유 중 흡인이

경우 총 22건 중 10건(45.5%)으로 양 병원에서 가장 많은 비율

있었다. 반면 A병원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위해 사건의 범주에

을 차지하였으나 A병원의 경우 복잡 심기형의 수술이 많았던 반

넣을 수 있는 사고가 10건(약 투여가 끝났으나 주사선이 제거되

면 B병원에서는 동맥관 개존에 대한 결찰술이 대부분이었다

지 않고 있다가 3일 뒤 제거됨, TPN bag 및 Tandem mass 검체

(Table 2).

분실, n-CPAP 적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코 중격(nasal sep

2009년도에 확인된 간호 위해 사건은 A병원에서 총 46건, B

tum) 괴사발생 및 입 분비물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병원에서 총 10건으로 전체적으로A병원에서 많이 발생했고 두

재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테이프 제거 시 사용한 가위에

병원에서 정맥주사 관련 사고가 각각 24건(52.2%), 8건(80%)으

환자의 피부 손상 발생, 인공호흡기 적용 시 기도 내관과 인공호
흡기가 분리됨, 식도 폐쇄에 대한 수술 후 삽입하고 나온 G-

Table 2. Comparison of NICU Patients between A Hospital and B
Hospital (2009)

째로 많았다. 그 밖에 예방접종 관련 사고가 5건(타 병원에서 맞

A
Hospital
(N=483)

B
Hospital
(N=484)

Pvalue

36.79±3.70

36.24±4.40

0.076

≥37
35-36+6

310 (64.18)

266 (54.96)

49 (10.14)

76 (15.70)

32-34+6

79 (16.36)

94 (19.42)

생후 10일째 투여됨, 처방오류였던 MMR 예방접종을 그대로 투

29 (6.00)

35 (7.23)

여함), 의사와 간호사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16 (3.31)

13 (2.69)

사고가 3건(anoplasty한 상태로 금식해야 되는데 전날 처방이

Gestational age (week)*

+6

28-31
<28

Birth weight (g)*

312 (64.60)

303 (62.60)

126 (26.09)

136 (28.10)

1,001-1,500

30 (6.21)

27 (5.58)

15 (3.11)

18 (3.72)

>90

23.68±26.95

21.05±25.35

15 (3.11)

7 (1.45)

30-90

107 (22.15)

52 (10.74)

<30

361 (74.74)

425 (87.81)

Survivor outcome
alive
death

<0.001

인 손상과 그에 대해 중재가 필요했던 경우가 4건, 일시적인 손

9 (1.86)
111 (22.93)

0.001

Oxygen supply

202 (41.82)

143 (29.55)

<0.001

TPN supply

307 (63.56)

94 (19.42)

<0.001

12.98±11.52
22 (4.55)

Cardiovascular
(CHD, PDA)

65 (50.40)

10 (45.50)

Gastrointestinal

상과 이로 인해 입원 일수가 길어진 경우가 4건이었다. B병원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손상과 이로 인해 입원 일수가 길어진 경우
가 1건, 생명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1건(수

23 (4.76)

23.95±24.41

용량이 10배 투여됨), 뼈 감소증이 있는 미숙아의 골절이 1건 있
었다(Table 3). 환자에 미친 영향을 분류한 결과 A병원은 일시적

475 (98.14)

129 (29.71)

반복되어 수유를 시킴, bowel malrotation으로 수술한 당일에

음), 투약 관련 사고가 2건(vancomycin 및 dexamethasone의

156 (32.30)

TPN duration (days)*

각하여 B형 예방접종 1차가 9일 만에 재접종됨, 산모가 HBs 보

박동수가 230 이상이었으나 3시간 동안 방치되고 보고되지 않

Ventilator apply

Operation

등록 오류로 B형 예방접종이 5일만에 재접종됨, 체중 변화로 착

해열과 진통 목적으로 경구 tylenol 을 복용시킴, PSVT로 심장

0.011
460 (95.24)

은 사실을 간과하여 B형 예방접종이 2주 빨리 들어감, 수첩과

균자인 사실이 인계되지 않아 아기에게 HBIG 투여하지 않았고

2733.71±846.89 2621.35±879.54 0.595

≥2,500
1,501-2,500
≤1,000
Hospital days (days)*

<0.001

유 시 흡인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로, 뇌의 저산소 손상이 발생하
여 지속적인 인공호흡기의 보조가 필요함)이었다.
2. A병원에서 위해 사건 예방 간호 지침 마련 1년 뒤 변화
조사
2010년도에 A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총 수는 519명으로 전

55 (42.60)

8 (36.50)

년도에 비해 36명 증가하였다. 재태 주수는 37주 이상이 308명

Neurosurgery

7 (5.40)

2 (9.00)

(59.34%)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체중은 2,500 g 이상이 319명

Ect.

2 (1.60)

2 (9.00)

*Expressed as number, (%).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Abbreviations: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HD, congenital heart diseas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

tube를 제거함, 흉관 삽관 후 배액관이 잘못 설치됨)으로 두 번

(61.46%)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하여 보면 A병원의 2009년과
2010년에 입원한 신생아의 재태 주수, 출생체중, 재원일수, 생존
율 인공호흡기 사용 및 산소 투여, 수술 받은 환자 수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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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 정맥영양 투여는 2010년도에 감소한 경

많았던 이유로 매 수유 시간에 맞춰 3시간마다 말초 정맥주사

향이 있었다(P=0.047)(Table 4).

삽입부위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1시간마다 확

A병원에서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해 마련한 간호 지침 항목은

인할 적응증을 마련하였다. 이 적응증에는 말초 혈관으로 총 정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 말초 정맥주사와 관련된 사고가

맥영양이 투여되는 경우, 칼슘이나 고농도의 나트륨 및 칼륨 등
의 전해질이 주입되는 경우, 수혈 및 수액 주입 속도가 15 cc/hr

Table 3. Type of Adverse Events from Negligent Care in A Hospital
and B Hospital (2009)

IV-related*
Extravasation

A
Hospital
No. (%)

B
Hospital
No. (%)

Pvalue

24

8

0.003

19 (41.3)

8 (80)

Cellulitis

3 (6.5)

0 (0)

PICC tearing (phenytoin infusion)

1 (2.4)

0 (0)

Confuse UVC with UAC

1 (2.4)

0 (0)

2

1

1 (2.4)

0 (0)

1 (2.4)

0 (0)

0 (0)

1 (10)

Drug-related*
Error in dose - Vancomycin
- Dexamethasone
Error in method of use-Chloral hydrate
Vaccination-related*

5

0

HBV vaccination

3 (6.5)

0 (0)

MMR miss

1 (2.4)

0 (0)

HBIG

1 (2.4)

0 (0)

Nosocomial infection*

이상인 경우 등이었다. 둘째, 혼돈으로 인한 약물 투여의 실수를
막기 위해 UAC, UVC 등의 주사선의 종류와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표시(labeling)를 의무화하였다. 셋째, 모니터의 알람을 끌
때에는 담당 간호사 또는 확인자가 이를 인지했음을 알리고 알
람을 끄도록 하여 환자의 불안정한 생체 징후가 간과되지 않도
Table 4. Comparison of NICU Patients between 2009 and 2010 (A
Hospital)

0.624
Gestational age (week)*

0.031

2009
N=483 (%)

2010
N=519 (%)

Pvalue
0.079

36.79±3.70

36.24±4.40

≥37
35-36+6

310 (64.18)

308 (59.34)

49 (10.14)

67 (12.91)

+6

32-34

79 (16.36)

73 (14.07)

28-31+6

29 (6.00)

44 (8.48)

16 (3.31)

27 (5.20)

<28
Birth weight (g)*

2,733.71±846.89 2,621.35±879.54 0.144

1

0

1 (2.4)

0 (0)

3

0

PO medication despite NPO

2 (4.8)

0 (0)

Delayed notify of PSVT

1 (2.4)

0 (0)

Failure to take precautions*

11

1

Delayed IV line removal

1 (2.4)

0 (0)

30-90

107 (22.15)

92 (17.73)

TPN loss

1 (2.4)

0 (0)

<30

361 (74.74)

415 (79.96)

Blood sample loss

1 (2.4)

0 (0)

Nasal septum damage from n-CPAP

1 (2.4)

0 (0)

alive

460 (95.24)

Poor oral suction - CPAP fail

1 (2.4)

0 (0)

death

23 (4.76)

17 (3.28)

Hand laceration

1 (2.4)

0 (0)

Ventilator apply

156 (32.3)

173 (33.33)

0.727

Disconnection ETT from ventilator

1 (2.4)

0 (0)

Oxygen supply

202 (41.82)

236 (45.47)

0.244

G-tube removal of post op. EA

2 (4.8)

0 (0)

TPN supply

307 (63.56)

298 (57.42)

0.047

Wrong chest tube drainage

1 (2.4)

0 (0)

23.95±24.41

19.87±23.73

Feeding aspiration

0 (0)

1 (10)

129 (29.71)

134 (25.82)

Spontaneous femur fracture

1 (2.4)

0 (0)

65 (50.40)

68 (50.70)

46

10

Cardiovascular
(CHD, PDA)
Gastrointestinal

IV disconnection
Inadequate communication*

Total

0.499

≥2,500
1,501-2,500

321 (64.60)

319 (61.46)

126 (26.09)

140 (26.97)

0.124

1,001-1,500

30 (6.21)

34 (6.55)

15 (3.11)

26 (5.01)

23.68±26.95

21.05±25.35

15 (3.11)

12 (2.31)

≤1,000
Hospital days (days)*
0.004

>90

Survivor outcome

TPN duration (days)*
Operation
<0.001

*Expressed as total number.
Abbreviations: IV, intravenous; PICC,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UVC, umbilical vein catheter; UAC, umbilical artery catheter; HBV, hepatitis B
vaccination; MMR, measles/ mumps/ rubella; HBIG, hepatitis B immune
globulin; PO, per os; NPO, nil per os;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ETT, endotracheal tube; G-tube, gavage tube; post op.
EA, postoperative esophageal atresia.

*

0.053

0.229
502 (96.72)

55 (42.60)

60 (44.80)

Neurosurgery

7 (5.40)

4 (3.00)

Ect.

2 (1.60)

2 (1.50)

0.749

Expressed as number, (%).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Abbreviations: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HD, congenital heart diseas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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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넷째, CPAP 적용 시에는 입과 코의 분비물을 자주 흡

호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즉 풍부한 경험

입(suction)하도록 하고,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 반

에 기반한 직관적 사고를 통해 환자의 신체적 지지, 응급 상황에

창고를 도포한 후 CPAP 캐뉼라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의 대처, 상황 변화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미숙아의 총 정맥영양이 중지되며 당시 X 선상 뼈 감소증 소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2). 간호 숙련성 확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보이고 혈액 검사 상 alkaline phosphatase 가 정상치보다 높

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3) 이는 임상경험의 기간

을 경우 비타민 D를 복용하도록 하여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

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다수의 환자 군으로부터 다양한

고자 하였다.

간호요구를 인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2주마다 간호사들의 회의 및 교육시간을 가졌고, 병

일반적인 중환자실에서의 간호활동에는 측정 및 관찰, 위생간

원 차원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와 대처방법을 마련

호, 영양관리, 투약, 호흡간호 등의 직접간호활동과 기록확인, 물

하여 모든 의료진이 지킬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의 내용은 환자

품관리, 의사처방확인 등의 간접간호활동이 있다4). 그리고 신생

안전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은 환자에게 1차 조치를 시행하고 해

아중환자실에는 각 환자 별 모니터 및 중앙 모니터 시스템, 고빈

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적신호사건(질병의 자연적

도 환기기 및 NO 가스 공급기를 포함한 인공환기기, 보육기(in

인 경과와 관계없이 사건의 결과로 예기치 않은 사망이나 신체

cubator), 집중치료시스템(intensive care system, ICS), 광선 치

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은 총무팀 담당자에게 보고

료기, 주사 펌프 등의 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간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해사건, 근접오류사건(문제 발

호사는 이들에 대해 알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간호 대상자가

생 전에 발견되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발생 시 심

면역이 약한 고위험군의 신생아라는 점에서 환자 접촉 전후 철

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업무 과정상의 문제)은

저한 손 씻기를 비롯한 원내감염 예방 실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자의무기록의 환자안전관리메뉴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한 간호 지침 마련 후 2010년도에 확인된
간호 위해 사건은 총 17건으로 발생 수가 감소하였고 그 중 정맥

Table 5. Changes in Adverse Events in the A Hospital NICU from
2009 to 2010

주사 관련 사고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율이 감소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의 사고로는 약물관련 사고로 항생제
의 용량과 투여 간격의 실수가 1건, 의사와 간호사 간의 불충분
한 상호 전달과 이해로 인하여 야기된 알부민 투여 및 총 정맥영

IV-related*

2009
No.

2010
No.

P -value

24

6

0.001

2

1

Extravasation
Drug-related*

6

Error in dose-vancomycin

0.612

1

양 투여의 실수가 각각 1건 있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 중 환자

Vaccination - related*

5

0

0.026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들로(patient misidentification) 퇴원 연

Nosocomial infection*

1

0

0.482

락이 잘못 된 경우, 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팔찌가 잘못 채워진

Inadequate communication*

3

2

0.676

경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결과지가 잘못 전달된 경우, 총 정
맥영양이 뒤바뀌어 투여된 경우가 각각 1건 있었다. 그리고 전원
및 검사실로 이동 시 사전에 저장 산소량을 확인하지 않아 산소

Albumin infusion error (5%→20%)

1

TPN volume error

1

Failure to take precautions*

11

8

0.393

Misidentification

가 부족한 채 이동된 경우가 있었으며 33주 미숙아가 수술실로

Discharge communication

2

이동 할 때 bassinet으로 보내어 진 경우가 있었다(Table 5). 환

Arm band

1

자에 끼친 영향으로는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경우가 1건(항생제

Tandem mass report

1

TPN supply

1

가 적정 용량보다 적게 투여되었던 경우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
으로 진행됨)있었다.

고찰
간호 숙련성(nursing expertise)은 습득된 간호 지식과 기술
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새롭게 체화된 지식을 활용하여 임상간

Portable oxygen deficiency
Transfer to another hospital

1

Transfer to laboratory

1

Transfer a premature baby to an
operating room by bassinet
Total

1
46

*Expressed as total number.
Abbreviation: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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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야 함은 물론이고5), 중환자실의 업무 특성과 여러 가지

외 약물유출(extravasation)이다. 특히 신생아의 혈관이 약하고

장비를 구비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

직경이 작은 특성으로 인해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쉽

사에게 간호 숙련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획득하는데 근무

지 않으며, 삽입된 정맥주사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감

6)

경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시하는 일은 환자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혈관 외 약

연구의 대상이 된 신설 A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2008년 12

물유출로 인하여 봉와직염이나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월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16명의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에게

이는 정맥주사 삽입기간, 투여된 수액 및 약물 종류, 투약 횟수

모니터링과 인공호흡기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간과 32명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의 경환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다. 기존에 운영되어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말초정맥주사 합병증 예방관리 중요성에

온 B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비해 넓은 공간과 기능이 좋은 새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으며 근무경력이 오래될

의료기구들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맥주사

수록 수행 정도가 높음을 확인한 보고가 있었다9). 따라서 신규

관련 사고를 비롯한 위해 사건이 빈번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신

간호사 교육이나 보수 교육 시 정맥주사 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

규 간호인력으로 구성되어 간호 숙련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행을 높일 수 있도록 약물에 대한 지식, 감염 예방, 기록의 중요

파악되었다.

성 등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겠다.

본 조사 중 2009년도의 두 NICU의 환자군 및 운영비교에서 A

다음으로 빈번하게 일어난 간호 위해 사건은 감시 및 관리 소

병원의 수술과 총 정맥영양 투여가 많았다. 그 원인은 A병원이

홀로 인한 사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이었다. 투약이 끝

신설되면서 소아 흉부외과 및 소아 일반외과, 소아 신경외과의

나 불필요하게 된 주사선 제거를 잊고 있다가 뒤늦게 제거한 경

의료진이 주로 A병원으로 이동되어 외과의 협진이 필요한 신생

우, 기계환기 보조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중요한 간호인 분비물

아가 A병원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이며, B병원에서는 약제부의

흡입(suction)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곤란이 야기된 경

인력부족으로 총 정맥영양의 처방에 있어 제한이 많아 실제 의

우, 뼈 감소증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다루어 대퇴 골절

도하는 만큼 총 정맥영양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

이 발생한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투여되

로 확인되었다.

어야 될 총 정맥영양 백 및 채혈된 검체의 분실, 3시간 동안 심장

조사된 간호 위해 사건 내용으로는 혈관 외 약물 유출 등의

박동수가 230회 이상의 빈맥이 지속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하는

정맥 주사 관련 사고, 감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접종

등의 감시 소홀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조기에 발견되어 환자의

관련 사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뼈 감소증이 있

야기된 사고, 투약관련 사고, 산소투여와 관련된 사고 등이 있었

는 환아의 대퇴 골절은 향후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성장 및 보행

다. 이들은 대부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

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발작성 상심실성 빈

앞서 2010년에 보고된 신생아실의 의료 사고에 대한 연구가 있

맥이 있었던 환아의 경우 발견이 더욱 지체될 경우 심정지로 이

었는데 그에 따르면 원내 감염, 카테터 관련 사고와 기도삽관의

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리 및 감시 소홀로 인한 사고가

의도하지 않은 발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역시 대부분이 예방

원래 질병 경과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환자의 결과에 큰 영향을

7)

가능 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 그리고 입원한 소아 환자의 1%에
서 위해 사건이 발생하며 그 중 신생아에서는 0.53%가 예방 가
8)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하게 된다.
그 밖에 투약관련 사고로 약물 투여 용량이 초과 또는 적게

능한 것이었다는 보고 를 보면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을

투여되거나 투여 횟수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항생제가 며

수 있는 위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칠간 초과되어 투여되었던 경우 청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환자의

신규 간호인력이 다수였던 개원 후2년간에 걸쳐 가장 많이 발

상태에 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적정 용량보다 적게 투여

생한 간호 위해 사건은 정맥주사 관련 사고였다. 정맥주사는 치

되었던 경우 결국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행되어 환자에게

료를 위해 필요한 수액 및 비경구 영양, 항생제, 혈액제제 등의 투

피해를 입힌 결과를 야기했다. 2007년도에 발표된 NICU에서 일

여를 목적으로 입원 환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시행하는 침습적

어난 위해 사건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가장 많았던 사고는 투약

처치 중의 하나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는 대부분 정맥주사

부분으로 수액과 수혈을 포함하여 용량 및 주입 속도의 실수가

요법을 받게 된다. 정맥주사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나 의도하

47%, 투여 방법의 오류가 14%, 잘못된 환자 인식(patient mi

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혈관

sidentification)이 11%이었다고 한다10). 그 밖에도 입원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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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해 사건 중 투약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는11) 보고들이

고 두 병원에서의 사고 보고체계 및 감시 정도의 차이가 있어 발

있어 약물 처방의 확인부터 투여의 실행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견된 간호 사고 건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

12-17)

안전하게 투여하는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

.

을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 인력을 배치할 때 환자의 중증도

의료의 질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환자안전에 관

와 사고 예방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력을 운용해야 할 필요

련된 위해 사건은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부분, 환자 관찰 및 판

성과, 경력자와 신규인력들을 적절히 분배하여 간호 관리를 하

단과 관련된 부분과 간호의 시행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는 것이 위해 사건을 줄이는데 중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예방접종 관련 사건, 전날 처방의 반복 등

한다.

으로 금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경구 약이 투여 되었던 사건, 약물
용량이 잘못 처방되어 발생한 투약 관련 사건 등은 일차적으로

요약

잘못된 처방을 낸 담당의 문제이나 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시
행에 앞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처방인지를 확인하고 의

목적: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 요구도가 높은 곳으로 간호 수

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준이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간호 숙련성의 차이가 위해 사건의 차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간호 숙련성의 차이에 따른 위해 사건의

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간호 위해 사건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차이를 비교하고 간호 위해 사건에 대한 예방 지침 마련 후 위해

여러 각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간호사의 개인적 요

사건의 변화를 알고자 하였다.

인으로 부주의, 숙련성과 관련 있는 지식 및 경험부족 등이 있으

방법: 새로 설립된 A병원과 14 년간 운영되어 온 B병원의 신생

며 간호사 외적인 요인으로 간호인력 부족 및 그로 인한 과도한

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업무량, 빈번한 환자의 변화, 그리고 의료팀간의 의사소통의 문

까지 1년간의 간호 위해 사건과 당시 근무한 간호 인력의 경력을

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하였다. 그리고 A병원에서 간호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한 지침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예방 가능한 간호 위해 사

을 마련한 후 1년 뒤의 사고 변화를 조사하였다.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생아중환자

결과: A병원의 간호 인력은 2년 이내 경력자가 20명(80%)인

실 간호 인력을 배치할 때 환자의 중증도와 사고 예방을 고려하

반면 B병원의 간호 인력은 2년 이상 4년 미만의 경력자가 13명

여 최대한 많은 인력을 운용해야 하며 경력자와 신규인력들의

(65%)으로 많아 간호 숙련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둘째, 전반적인 환자안전 및 간호사고

0.001). 2009년도에 확인된 간호 위해 사건은 A병원에서 46건, B

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실행을 강화할

병원에서 10건으로 전체적으로 A병원에서 많이 발생했고 두 병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도록 하며 특히 인지도가

원에서 정맥주사 관련 사고가 각각 24건(52.2%), 8건(80%)으로

낮은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부서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한 간호 지침

서는 사고에 따른 일관성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여 통일되게 적

마련 후 2010년도에 확인된 간호 위해 사건은 17건으로 총 발생

용하여 위해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전반적으로 신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정맥 주사 관련 사고가 6건(35%)으로 가

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장 많았으나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못한 현실이므로 이에 대해 의료팀간의 효율적인 의사 소통술

결론: 간호 숙련성이 높을수록 위해 사건의 빈도가 적었고 위

개선과 함께 명확한 업무한계를 규정하여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마련 후 사고 빈도가 감소함을 확

환자에게 행해지는 처치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

인하였다. 예방 가능한 간호 위해 사건의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막으로 ‘위해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발적

자체적인 감시와 예방 지침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는 중환자실

인 ‘아차사고’ 보고제도의 확립 및 Paul 등18)이 제안한 바와 같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NICU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조기 감지하기 위한 trigger tool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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