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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based research suggests that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44,000 and 98,000 patients die
each year from preventable errors, making medical error the eighth most common cause of death. As
early as 1994, the medical community began evaluating best practices from the aviation industry as a
possible avenue for reducing errors that occur in operating rooms and trauma situations. Aviation crew
resource management (CRM) training, based o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eamwork skills, may
translate to healthcare through error management training. Aviation and healthcare have similar point that
focused on safety and efficiency. Now we need to discuss on introducing CRM that was proved as one
of the successful tool for reducing human error and increasin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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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에 의한 사고이다. 따라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공사별로 해 오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왔으며 인간의 실수를 줄이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도 처음부터 인적요인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항공 사고가 초창기에 는 항공기 시
스템이나 기체 결함 혹은 기상 요소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
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자국 항공기 격추 원
인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100대 중 단 2대 만이
적기에 의해 격추되고 나머지는 항공기나 조종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신체에 심각한 문
제가 있었거나 적기를 피하기 위해 고공으로 올라갔다가
산소 결핍에 의한 의식 상실, 과도한 원심력에 의한 의식
상실 및 긴장에 의한 과호흡 등이 원인이었다[1]. 이 당시까
지 조종사의 신체 검사 기준이나 관리는 지상 차량 운전자
수준이었다. 이 후 조종사 신체와 근무 조건 등에 대한 기준
이 확립되면서 항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 그
러나 2명이 근무하는 민간 항공 조종실에서는 항공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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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와 수술을 집도 하는 의사는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는 오랜 교육을 이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문 자
격증을 가지고 복합적인 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둘
째는 주로 팀으로 업무를 하며 안전이 우선이고 셋째는 가
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항공기가 대형화,
첨단화되면서 민간 항공기 조종사는 많은 승객이 탑승한
고가의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자칫 사고를 일으킬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최근에 독일 항공사의 추락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약 150여
명이 사망하는 재난이 발생해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 본 사고는 전형적으로 조종사의 과오에 의한 인적요인
접수: 2015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30일
교신저자: 권보헌
우 07505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
대한항공
Tel: 010-2901-4130, Fax: 02-2061-4130
E-mail: kwon9295@naver.com

43

44
발달과 첨단 장비의 장착으로 인적 요인 중 인지적 부분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 되고 있는데 조종사의 팀
워크나 상황인식, 의사결정 능력 등 승무원 자신들의 능력
에 발생하는 사고의 많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표적인 서고 예로서, 1977년 3월 27일 17시 6분(현지시각)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섬의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활주 중이던 팬 아메리칸 항공의 1736편과 이륙 중이던
KLM의 4805편 보잉 747 항공기 2대가 활주로 상에서 충돌,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583명의 사망과 61명의 부상을 낳
은 대참사가 발생했다. 본 사고는 KLM항공기 조종사들의
부주의와 협조 부족 및 관제 요원의 부주의 등을 주요 원인
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항공기 결함이 아닌 인적 요인에
의한 대형 참사를 겪은 항공업계는 1979년 승무원 자원 관
리 cockpit resource management (CR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동의했다. 이 후 CRM은 항공 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증명 되어 조종사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 운항관리사까
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정착되었다. 지금
은 6세대 CRM으로 불리는 TEM (Threat and Error Management)까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의사는 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시 1명이 사망함으로
써 사회적인 관심은 적게 받으나 유명인사 사망사고와 같
은 경우 역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대부분 개인
적으로 진료를 하지만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팀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수술실에서는 마취 전문의,
수술 전문의 및 간호사들이 함께 일을 함에 따라 수술을
총괄하는 집도의의 지휘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어
야 한다. 수술실은 조종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복합
적으로 발생하며 때론 비상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사전
달과 각자 맡은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업무 분담이 이
루어져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상황판단이 적시에 이루
어지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수반되어야 무사히 수술을 마
칠 수 있다. 현재 국내 의료사고로 인해 2012년 4월 의료분
쟁조정 제도 시행 이후 8월 6일까지 4개월 동안 한국의료분

Fig. 1. 2013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ㆍ중재 신청건수 추
정.

권보헌ㆍ최진국ㆍ장정순
쟁조정중재원에서 실시한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169건으로
총 13,886건에 달하였다(Fig. 1). 조정ㆍ중재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256건이며 이 중 수술이 6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분야에서도 인적요인에 의한 의료 사고를 예
방하고 업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는 항공분야와 같이
CRM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I. 본

론

1. 이론적 고찰
1) 항공 분야에서의 CRM
승무원 자원 관리(CRM)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달
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관
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승무원 자원관리는 1979년 미 항공
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워크샵에서 시작되었다[2]. 1960~70년대에 항공업계는 민
간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체 결함에서 인적 에러로 바
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CRM이 추구하는 것은
에러와 위협요인을 인지하고 수정하여 팀 능력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사고 또는 준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
움을 주는 것이다. 지난 수 년 동안 민간 항공사들은 CRM
기법을 향상시켜 조종실에서 발생하는 인적 에러를 감소시
켜 항공 사고를 줄여 왔다. 이런 기법들이 성공적이라는 것
이 증명됨에 따라 CRM은 미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인
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 후 CRM은 원자력 발전 분야와 의료
수술실 현장까지 전파되었다. 현재 해양 분야에서는 BRM
(Bridge Resource Management)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개념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CRM은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태도와 효과성을 향상시킨 항공 분야의 성공 사
례로 남아 있다[3]. 제 1세대 CRM은 미 항공우주국(NASA)
에서 대부분의 주요 항공사고에 ‘조종사 에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 한 후에 이러한 에러를 줄일 필요성에서
개발되었다[1]. 초기 CRM은 미국 United 항공을 주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모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심
리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내용 위주여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조종사 에러’와 훈련 커리큘럼간의 연계성
이 모호하여 훈련 중 많은 참가자들이 CRM의 목표가 무엇
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4]. 국내에
는 1986년에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CRM을 United 항공으
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후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습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모의비행장치(Simulator) 훈련에 실제 비행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비행
시나리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CRM 훈련을 하였다. 지상
학과장에서 배운 CRM 기법을 실제 비행과 유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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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관찰하고 각 상황을 녹화하여 승
무원 스스로 품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것을 Line
Oriented Flight Training (LOFT)라고 하며 미 연방항공국의 항
공업무 회람(Advisary Circular)에 포함되었다. CRM 평가(assessment) 기법 중의 하나인 LOFT는 품질향상 프로그램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 AQP)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내 여러 항공사에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항공사
들은 기량적인 부분과 비 기량적인 부분에 대해 분석하여
LOFT에 시나리오화 하였으며 모의장치 훈련 평가를 LOE로
실시하였다[5]. 조종실내에서의 CRM활성화를 위하여 CRM
지식과 기술의 핵심 사항을 뽑아 항목화 하고 각 실행 항목
을 조종실 체크 리스트에 CRM 행동 지침으로 삽입하여 활
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조종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
적 요인 훈련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 CRM
은 사업용 조종사의 필수 훈련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영국
민간 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의 일반적인 준수 지침
은 있으나 정형화된 요구사항은 없으며 항공사 재량에 의
한 CRM 기법 훈련과 평가를 이수해야 한다[1]. 현재까지는
6세대 CRM인 TEM (Threat and Error Management)까지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다.
CRM의 주요 훈련 과목은 특정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
반적으로 인적 요인에 대한 기초 이론, 의사 소통, 승무원
협동, 업무 분담 및 계획, 상황 인식, 의사 결정, 리더십, 자
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훈련되고 있다.
2) 국내 의료 사고 및 분쟁 현황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
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를 의미하고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자료 분석에 의
하면, 2010년 기준 국내 병원 입원 환자 574만 4,566명 가운
데 평균 9.2% (4.6~12.4%)인 52만여 명이 의료사고를 경험
하였으며, 이 중 7.4% (4.7~14.2%)인 3만 9,109명이 의료사
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사후 대응을 잘 했다
면 생존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방 가능 사망자’는 43.5%
인 1만 7,01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 제
도 시행 이후 8월 6일까지 4개월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에서 실시한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169건으로 총
13,886건에 달하였다. 조정ㆍ중재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256건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82건, 의원 75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내
과가 가장 많아 59건, 정형외과 45건, 치과 25건, 외과 21건
등이었다. 의료 행위 별로는 수술이 61건, 처치 59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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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7건 등이었으며, 의료유형별로는 의과가 2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치과 25건, 한의과 9건 등이었다[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2년 예산은 손해배상금대
불 예산을 제외하면 103억 6,900만원으로 이를 2012년에 조
정이 성립된 24건에 적용할 경우 1건당 4억 3,204만원이 소
요된 셈이다. 조정ㆍ중재가 개시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
우는 건당 1억 1,918억 원이 소요되며, 조정ㆍ중재 신청이
이루어진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4,035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3) 국외 의료 사고
그럼 의료 사고는 왜 발생하며 수술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는가? 수술실은 병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는 가장 일반적인 곳이다[8].
이러한 부정적인 경과가 나타날 비율은 약물 치료 실수
의 두 배, 진단이나 정신 요법의 6배 정도이다[9].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과적 수술 정도에 따라 19~45%까지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0]. 그러나 대부
분의 예방 가능했던 부정적인 결과는 단순히 수술 집도의
의 과실뿐만 아니라 시스템이나 과정이 에러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1]. 미국
의약회는 국제적으로 매년 44,000명에서 98,000명의 환자가
의료 실수로 사망하며 그 손실은 약 2억 9천만 달러에 이른
다고 보고하였다. 의료 실수는 2/3가 방지 가능하며 미국
내 8대 사망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12]. 만약 항공
분야에서 의료 사고에서와 같이 년간 98,000명이 죽는다면
매일 268명이 항공사고로 죽는 것이 된다. 의료 분야에서
CRM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외국 연구 사례를 살펴 보면 의료사고가 기량적인 부분
보다는 팀원간 분위기와 상호 관계에서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술실에서 인적요인 부분에 대한 연구에 의하
면 사고가 발생한 팀은 수술 중 팀워크와 의사소통이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났는데(Fig. 2) 주된 이유는 각 의료진들이
이러한 CRM 훈련을 받거나 관련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3].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술
도중 여러 번의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 것은 기량적인 부분
이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팀원 상호 간 문제인 것으
로 나타났다[14].
의료 부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소로
서 다른 분야와 마찬 가지로 의사소통 실패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가완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술
중 부정적인 결과의 43%가 의사소통 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서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팀 워크의 문제가 가장 주요
요인임이 보고 된바 있다[15], 집중치료부서(ICU)의 다양한
연구에서 스태프간 높은 수준의 협동 능력과 효과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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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센티넬 이벤트의 근본 원인.

Fig. 3. 메디컬 시뮬레이션을 통한 CRM 훈련.

사소통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사망 위험도를 낮
추며 간호사들의 이직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
다[16].

문을 제기하는 것) 반면 94%의 민항 조종사들은 계급 차가
거의 없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하더라도 중요한 시간에 효과적으로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문에 70%의 외과의, 56%의 외과
전공 레지던트, 60%의 외과 간호사와 57%의 마취과 레지던
트, 55%의 마취과 간호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항공사 조종사들은 26%만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술안
전체크리스트(Surgical Safety Checklist)(Fig. 4)를 2008년 개발
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여 인적 요인에 의한 에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1].
미시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와 유사한 체크리스트
를 사용해본 결과 첫 3개월 동안 감염율이 66% 감소하였으
며 미국 전역에 적용한 결과 18개월 만에 미시간에서 이룬
성과의 99% 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약 1억 7천 5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1,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Fig. 5)[22].

4) 국외 의료부문 CRM 연구 및 도입
CRM은 1994년 6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대학병원 수술
팀에서 최초로 의료분야에 도입하였다[17]. 2001년 미국의
약회는 이런 종류의 훈련이 환자의 안전도를 높이는데 사
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오늘 날 CRM 훈련은 수술실,
마취과, 응급실, 집중 치료실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케어 분
야에 도입되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CRM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효과성 측정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마취
위험자원관리(Anesthesia Crisis Resource Management: ACRM)
은 마취과 의사들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부문 분야에도 전파되어 활용되었다(Fig. 3)[18].
그러나 모든 사례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어떤 CRM 기법들이 좀더 효과적인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CRM을 도입하면서 당면한 문제는 과연 교육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최소한 하루를 기준
으로 종일 교육 훈련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된 것이
많았다[19]. 다른 연구에 서는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은 수술
실의 다른 스태프들과 비교하여 팀워크 정도에서 많은 차
이를 보였다. 외과 전공의(73%)와 외과의(64%)는 높은 수준
의 팀 워크 정도를 나타냈으나 마취과의사(39%)와 외과 간
호사(28%), 마취과 간호사 25%와 마취과 레지던트 10%만
이 높은 정도의 팀워크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반수
(55%) 정도의 외과의들이 강한 계급 차에 대해 거부감을 나
타냈다[20]. (예를 들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결정에 대해 의

2. 연구 방법 및 설계
항공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조종실에서의 표준
통화 절차, 체크리스트, 팀 브리핑과 같은 방법들이 의료 분
야애도 접목이 되어 환자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되기 시작 했다.
향후의 CRM기법에 대한 연구는 운항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CRM 기법들을 도입하여 설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연구는 선발 또는 자원한 의료진에 CRM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는 것으
로 할 수 있다. 먼저 교육/훈련 대상을 선정하고 이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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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수술안전체크리스트.

1) 브리핑과 디 브리핑(Briefing & Debriefing)
항공 분야에서 브리핑은 기장이 운항 승무원 또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준 절차이다. 비행 계획, 기
상, 승무원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상호간
상황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브리핑은 팀 워크, 팀원 상호간
협업 및 의사소통의 효과 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 분
야에서는 수술 전에 브리핑 기법이 사용된다. 교대의 시작
과 끝, 환자 인계 절차 등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시작하기
전, 수술 팀이 환자 확인, 수술 위치, 수술자리에 정확히 표
시가 되어 있는 지하는 부분들이다. 디 브리핑은 브리핑과
같이 중요한 절차이다. 이미 시행된 활동에 대하여 피드백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Fig. 5. 수술안전체크리스트 활용 결과.

육에 대해 알고 있는 지, 효과를 어떻게 예측하는 지 등에
대한 기본 설문을 실시하고 1일 과정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다. 훈련은 실습이 포함되며 마네킹이 있으면 시뮬레이션
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이 종료되면 교육/훈련 결과
에 대한 평가와 설문을 실시한다. 그 이후 수술 또는 환자
케어를 실시하도록 하고 1개월 후 설문을 통해 훈련 성과를
측정한다. 성과 측정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실제 훈련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수술 중 에러, 의사소통
에러, 의사 결정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를
측정한다. 교육/훈련 항목 설계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한다.

2)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
CRM은 같은 팀원에게 적절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안전에
관련하여서는 허용되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을 하도록 훈
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장은 누가 옳은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의문제
기와 대응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황 인식을 공유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장애를 제거하
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청취는 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중요한 요소이다[3].
3) 의사소통과
절차의
표준화(Standardized
Communication and Procedures)
의료진 사이에서 잘못된 의사소통은 1995년과 2004년에
보고된 모든 의료 사고의 가장 공통된 원인 중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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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팀
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의사소통과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을
들은 사람은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
한 CRM의 5가지 기법은 (1) inquiry; (2) listening: (3) advocacy/
assertion (4) resolving conflict; (5) closing the loop이다.
4) 교육(Education)
CRM은 전형적으로 팀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안전에 관련된 이슈와 인간 수행 능력의 한계
등이다. 예를 들면 조종사들은 피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
리하는가에 대해 교육 받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누구나 에
러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에러가
왜 발생하며 에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어떤 것인
가에 대해 교육되어야 한다.
5) 에러 보고(Error Reporting)
항공업계는 에러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받
고 있는데 의료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자발적인 보고는
관리자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
에 적절하게 관리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 따라서 자발
적인 보고가 증가할 할 수 있도록 고의성이 없는 에러에
대한 비처벌 주의를 채택하고 위법 또는 태만에 의한 사고
가 아닐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III. 논

의

항공 분야와 의료 분야는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CRM은 항공
분야에서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여 그
성과를 인정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 분야에서는 아직
사고율이 높은 편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로 CRM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항공 업계에
서 개발된 CRM을 의료 분야에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용
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CRM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실습을 하여 그 기법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의료 업계에서는 CRM을 의료진에 교육하고 훈련을
하여야 하는데 교육은 의료 분야 비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
으나 훈련은 반드시 의료 전문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
서 CRM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훈련 성과는 훈련을 이수한
집단과 비 이수 집단의 성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용성을
입증하고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전 의료계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CRM은 항공 분야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작되었으
며 현재까지 비행 안정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분야에도 CRM을 도입하면 의료사고 감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그 효용성을 측정하여 향후 메
디컬 CRM을 확립하는 기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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