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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효율 강조는 병상회전율 향상을 위한 재원일수 단축과 조기

퇴원 정책을 활성화시켰다. 이와 연관된 재입원 관리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효율성, 제

공된 의료서비스 질, 의료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나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은 재입원을 보이는 질환군은 심부전으로 확인되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만성질환 관리, 특히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의 적절

한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

자의 고위험지표, 퇴원전담간호사의 역할, 퇴원간호과정의 전반적 내용을 포함한 퇴원

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임상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 1단계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초안

개발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심부전 재입원환자의 고위험지

표 도출, 심부전환자에게 퇴원간호서비스를 제공할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감소를 위한 퇴원간호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2단계는 심부전환

자를 위해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초안의 타당도 평가로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

간호서비스모델 개발이 완성되었다.

연구 결과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는 최근 3년

간 일 상급종합병원에 심부전 진단 하 입원 후 퇴원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 분

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심부전 퇴원환자 1,857명 중 재입원 환자는 총

267명(14.4%)이었으며 나이(p=0.048), 입원 시 최초 체중(p=0.031), 입원기간 동안 체중

변화(p=0.009), 입원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과 응급실 내원 여부(p<0.001), 맥박수

(p=0.010), 퇴원약의 개수(p<0.001), 입원 시 Hg (p<0.001), Hct (p<0.001), BUN

(p=0.002), Na (p<0.001) 수치, 퇴원 시 Hg (p<0.001), Hct (p<0.001), BUN (p=0.041),

Na (p<0.001), CRP (p=0.043) 수치, 응급실 내원 시 주진단명(p<0.001), ACEI/ARB약

물의 퇴원약 처방(p=0.025) 등이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자의무기록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재입원 고위험지표의 타당성 확인 후 재입원군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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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간 p값이 0.05 미만인 설명변수들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한 결과 퇴원약의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재입원 오즈비가 1.030배, 즉

재입원이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입원 시 Na 수치가 증가할 때

마다 재입원은 5.4% 감소(OR=0.946, p=0.021), 퇴원 시 Na 수치가 증가할 때마다 재

입원은 6.6% 감소(OR=0.934, p=0.028), CRP 수치가 증가할 때마다 재입원은 1.1% 감

소(OR=0.989, p=0.04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UC는 0.735였다.

선행연구와 문헌을 기반으로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는 9개 핵심역량인 전문적 간

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 협동, 근거기반 실무, 리더십에 따른

28개의 업무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규명된 업무를 중

심으로 9개의 표준(안), 15개의 기준(안), 42개의 지표(안)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직

무표준(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기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 평균 CVI

는 0.94로 확인되었다.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입원 시부터 퇴원 후 30

일까지 심부전환자에게 필요한 퇴원간호중재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 통합하였다. 퇴원

간호과정은 시기별로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퇴원 시, 퇴원 후 단계(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외래진료 및 퇴원간호서비스 종료의 총 5단계로 분류되며 총 25개 항목의

퇴원간호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퇴원간호과정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

문가집단의 델파이 기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 평균 CVI는 0.9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퇴원

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퇴원간호과정을 거쳐 심부전환자의 자

가간호 행위 이행도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이라는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다. 의료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재입원은 중요한 지표이며 동시에 환자진료의 결

과이자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지침서 작성 및 평가,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퇴원간호중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심부전, 재입원, 고위험지표, 퇴원전담간호사, 퇴원간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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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포괄수가제의 도입은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효율 강조, 병상회전율 향상을 위한

재원일수 단축과 조기퇴원 정책의 필요성을 촉진시켰다(오의금 등, 2016b; 이현주,

김유경, 오의금, 2017). 그러나 조기퇴원 정책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퇴원 후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olland, Knafl, & Bowles, 2013).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퇴원 후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실 내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용 손실이

야기된다(Askren-Gonzalez & Frater, 2012). 더불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은 의료

기관의 시스템 효율성, 제공된 의료서비스 질, 의료비용 측면에서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의 연속성 질 지표로서 결과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 관리 역량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이상아,

주영준, 신재용, 박은철, 이후연, 2016; Yam et al., 2010).

재입원이란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타 기관에 모든 원인(all-cause)의

계획되지 않은 입원으로 정의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재입원 조사에서 2017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6.1%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진료군은 심호흡기계로 약 9.0%의 환자가

재입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국내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입원 고위험 퇴원환자로 분류된 진단명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재입원율은 약 10.3%로 나타났다(Kim, Lee, Lee, Yang, & Oh, 2019).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재입원율을 보인 진단명은 심부전으로 19.0%의 환자가 재입원하였다(Kim

et al., 2019). 심부전은 완전치유가 어려운 질환으로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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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다(Lloyd-Jones et al., 2010). 심부전은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퇴원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재입원 예방이 중요하며 퇴원 후 자가간호 이행은 일상생활

유지와 재입원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류청, 2012; 손연정, 김선희, 김기연, 2011;

이민애, 강윤희, 2020).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도 증가하는 심부전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관련 의료비용의 증가, 높은 사망률과 재입원율, 삶의 질

저하, 가족 등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감 증가 등 여러 문제와 연관되어 이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2016).

미국의 Transition Care Model (TCM), Re-Engineered Discharge (RED), Better

Outcomes for Older adults through Safe Transitions (BOOST), 캐나다의 지역사회

보건센터, 호주의 Transition Care Program (TCP) 등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퇴원관련 요구와 자원에 대한 평가, 환자별 개별화된 care plan 수립/

수행/모니터링, 환자와 보호자의 자가관리 강화 등 표준화된 퇴원간호서비스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discharge case manager의 역할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Freund et al., 2011;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Bailey, & Wright, 2005). 국내에서 이루어진 퇴원 관련 연구는 주로

퇴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암환자/수술환자/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교육과 퇴원 시 미충족 간호요구도 등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병원마다 표준화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과 퇴원전담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퇴원간호서비스모델과 퇴원전담

간호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임정원, 장수미, 유조안, 김민영, 2019; Falvey et al.,

2016). 만성질환자의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퇴원은 환자의 입원과 동시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사정, 퇴원계획 수립, 환자/가족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의뢰, 후속 조치/평가 등이 표준화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백상숙, 2018; 성종호, 2019; Phillips et al., 2004; Wong et al., 2011a; Wong et

al., 2011b; Yam et al., 2010; Yam et al., 2012). 심부전환자의 퇴원의 질은 퇴원 후

관리, 재입원 위험요인 예방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 퇴원간호과정을 포함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임상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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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초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가) 체계적 문헌고찰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심부전 재입원환자의

고위험지표를 파악한다.

나) 심부전환자에게 퇴원간호서비스를 제공할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

발한다.

다)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감소를 위한 퇴원간호과정을 개발한다.

2)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타당도를 평가한다.

3) 심부전환자를 위한 최종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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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퇴원간호서비스

가) 이론적 정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이전부터 입원, 퇴원,

그리고 퇴원 후 관리까지 연속성 있는 치료와 간호를 위한 개별적

퇴원간호를 의미한다(Shepperd, McClaran, & Phillips, 2013).

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부터 퇴원, 그리고 퇴원 후 관리까지 연속성 있는 치료와

간호를 위한 관리와 교육을 의미한다.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

지표, 전체적인 퇴원간호서비스를 담당할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

그리고 퇴원간호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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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퇴원환자의 간호문제,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퇴원간호서비스 프로그램, 퇴원간호 중재효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퇴원환자 중 특히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

환자의 간호문제, 퇴원간호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연구, 퇴원간호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와 제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퇴원환자의 간호문제

2016년 우리나라의 퇴원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4,096.8명으로 2010년

17,071.2명에 비해 약 7,000명이 증가했다(보건산업통계, 2020). 반면 2016년 퇴원환자

의 평균 재원일수는 15.5일로 2010년 18.3일에서 2.8일 감소했다(보건산업통계, 2020).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단축과 조기퇴원 정책은 환자의 퇴원 준비와 퇴원 후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위한 퇴원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Weiss et al., 2007). 모든 환

자는 퇴원 시 환자의 상태나 퇴원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퇴원 이후 일정수준의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하며 병원은 환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회복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Preen et al., 2005; Yam et al., 2012).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한 환자의 경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오의금 등, 2016b).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퇴원은 치료의

연속성과 자가관리에 초점을 맞춘 퇴원간호서비스를 통해 가정 또는 지역사회로의 퇴

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원준비, 퇴원계획, 치료 조정 및 사례관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Weiss et al., 2015).

그러나 병원 퇴원의 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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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예방이 가능한 문제가 불완전한 퇴원교육 또는 전원 시 인수인계 등 부정확한 의

사소통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sselink, Schoonhoven,

Plas, Wollersheim, & Vernooij-Dassen, 2013). 병원에서 퇴원 담당자가 제공하는 퇴

원 후 약물복용 및 진료 지원에 대한 정보,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병원 치료에

대한 정보, 후속 치료 및 가정에서의 자가관리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정

보, 가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퇴원 후 환자의 관리에 대한

교육, 병원과 지역사회간 치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퇴

원환자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재입원 등을 경험하게 된다(Hesselink et al.,

2013).

퇴원환자의 간호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재원일수 감소, 조기퇴원, 재입원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재원일수(Length of Stay, LOS)는 한 환자의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비용의 효율

강조로 재원일수 감소는 중요 정책으로 대두되었다(이현주 등, 2017).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신경외과 다빈도 질환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재원일수 감소

활동,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표준진료지침이 혈당, 당화혈색소, 당뇨지식 및

재원일수에 미치는 효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재원일수와 진료비의 변화, 간호인력구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내과계 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원적절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원일수 단축

방안 등이 있다(김희승 등, 2002; 장경혜 등, 2009; 정수진, 최성우, 2017; 정영호,

2013; 최원자 등, 2000; Bates, Saria, Ohno-Machado, Shah, & Escobar, 2014;

Gulliksson et al., 2011; Jackson et al., 2013; Kaboli et al., 2012; Spilsbury, Hewitt,

Stirk, & Bowman, 2011). 연구 결과 표준진료지침과 포괄수가제의 적용, 간호 인력의

증가는 재원일수와 진료비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김희승 등, 2002;

장경혜 등, 2009; 정수진, 최성우, 2017; 정영호, 2013; 최원자 등, 2000; Bates et al.,

2014; Jackson et al., 2013).

조기퇴원은 재원일수 감소 정책과 함께 보건의료환경의 의료비용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된 연구는 각 질환별 조기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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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과 성과, 조기퇴원의 안전성, 조기퇴원이 환자의 진료비 절감과

의료이용 편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이은정, 이영희, 2011;

이현희, 2008; Brooke et al., 2013; Hernández et al., 2018). 연구결과 조기퇴원은

의료기관에는 효율적 병상활용, 의료의 질 유지, 환자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각

질환별 퇴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환자에게는 진료비 절감과

의료비용의 편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이은정, 이영희, 2011; 이현희, 2008; Brooke et

al., 2013; Hernández et al., 2018). 반면 조기퇴원으로 환자와 가족은 질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게 된다(이은정,

이영희, 2011; 이현희, 2008; Brooke et al., 2013; Hernández et al., 2018). 이와

관련하여 환자와 가족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추후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종경, 이미순, 2003).

재입원은 퇴원 후 30일 이내의 계획되지 않은 입원으로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의 전반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이상아 등, 2016).

재원일수 감소와 조기퇴원이라는 정책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높이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입원 확률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조윤정 등,

2019). 의료서비스 질 지표로서 재입원은 입원 기간 동안 부적절하고 누락된 처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재입원율 측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신민선, 2018).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Hospital

Readmissions Reduction Program (HRRP)은 재입원율이 높은 질환군인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우회이식, 무릎관절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등의 진단명을 가진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Falvey et al., 2016). 캐나다는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에서 내과, 외과, 산과,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구분하여

퇴원 후 30일 이내 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을 산출하여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2). 2012년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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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퇴원환자의 8.5%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였고 9-59%는 예방 가능한

재입원이었다(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2). 영국은 1998/99년부터

뇌졸중, 대퇴부골절,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산출하였는데 2012-13년 재입원율은 전체 퇴원환자의 19%에 해당하며

1억 2천 5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했다(A Data Catalogue for NHS England,

2020).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5년(2014년 진료분)과 2018년(2017년

진료분) 두 차례에 걸쳐 재입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재입원과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 고위험 퇴원환자의 재입원,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재입원예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건강보험청구 데이터 중심의 입원환자 재입원

요인분석, 그리고 심혈관질환, 심부전, 신장이식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재입원

요인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 되었다(길은하, 2013; 김문정, 2019; 김정래, 2017; 김현수,

2017; 신민선, 2018; 조윤정 등, 2019; Kim et al., 2019). 국내에서 2014년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입원환자 재입원 요인분석에서 전체 입원환자의

재입원율은 20.6%였고 이 중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10.9%, 부가적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약 1조원 이었다(신민선, 2018). 연구 결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의

위험요인으로 10개 이상 다 약물복용,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력, 응급실 경유 입원,

동반질환의 여부와 중증도, 재원일수, 성별, 연령,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

고지혈증과 우울증 여부 등이 확인되었다(길은하, 2013; 김문정, 2019; 김정래, 2017;

김현수, 2017; 신민선, 2018; Kim et al., 2019). 국외에서는 1, 2차 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의 원인과 재입원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Falvey et al., 2016; Wong et al., 2011a; Yam et al.,

2010; Zuckerman, Sheingold, Orav, Ruhter, & Epstein, 2016). 연구결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낮추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퇴원간호서비스 및 퇴원 후 지역사회의

지지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재입원이 높은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Wong et al., 2011a; Yam et al., 2010; Zuckerman et al., 2016).

국내에서 시행된 재입원 고위험 진단명을 가진 총 2,973명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알아본 연구에서 총 재입원율은 약 1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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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Kim et al., 2019). 이 연구에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율은 19.0%로 폐렴

(13.7%), 관상동맥우회이식(12.0%), 만성폐쇄성 폐질환(1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개 이상의 다 약물복용 여부,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력,

동반질환 여부가 재입원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심부전이란

심장의 펌프기능 저하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과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병리적 상태를 의미한다(손연정 등, 2011; 정연화, 2015; Austin, Williams,

Ross, Moseley, & Hutchison, 2005). 심부전 환자는 신체 대사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위한 심박출량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심실 전 부하의 증가가 필요한 상태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생존율 증가는 만성심부전 환자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박철수, 2011; Obieglo, Uchmanowicz, Wleklik, Jankowska-

Polanska, & Kusmierz, 2016). 심부전환자의 발생률은 2015년 121,159명에서 2019년

142,07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만성질환인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보건산업통계, 2020). 미국은 약 500만 명의 환자가

심부전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55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반면

5년 생존율은 50% 이하로 알려져 있다(Bui, Horwich, & Fonarow, 2011;

Chamberlain, Sond, Mahendraraj, Lau, & Siracuse, 2018; Lloyd-Jones et al., 2010).

만성질환인 심부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도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심부전 관련 의료비용의 증가, 높은 사망률과 재입원율, 심부전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가족 등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감 증가 등의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2016; Bui et al., 2011).

심부전 환자의 주 증상인 호흡곤란, 발목부종, 피로, 어지러움, 기침, 식욕부진

등은 단일 증상보다는 복합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이민애, 강윤희, 2020; Bui et al.,

2011).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의 지속불가와 사회활동의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이민애, 강윤희, 2020;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Lloyd-Jones et al., 2010). 심부전은 질병의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심부전환자의 증상관리를 통한 입원 예방과

기대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송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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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희, 2018). 심부전환자의 관리는 퇴원 후 일상생활의 유지와 재입원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간호로는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증상관리, 염분과 수분 섭취

제한, 금연과 일정 수준의 활동상태 유지 등이 포함된다(송효숙, 임소희, 2018;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Lloyd-Jones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주로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자가간호

이행, 약물복용이 있다(김기연, 2001; 손연정 등, 2011). 연구 결과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 이행은 약물복용에 대한 이행은 높은 반면 하지 부종이나 피로와 같은

증상발현에 대한 이행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연정 등, 201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심부전환자의 자가관리 연구에서는 이해가

쉬운 건강정보의 전달과 의료진과의 소통, 개별화된 건강관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요금부담과 노화에 따른 모바일 기기 사용의 어려움,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관리의 방해요인으로 밝혀졌다(손연정,

백경화, 2018). 더불어 자가간호 프로그램의 이행도는 환자의 재입원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여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손연정

등, 2011; Tsuchihashi et al., 2001). 과거 심부전 관리는 의학적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질병의 특성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어 운동과 식이관리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와 자가간호, 재입원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질병의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Jaarsma, Stromberg, Martensson, & Dracup, 2003).

심부전의 경우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도 효과적인 퇴원간호서비스를 통한 조기퇴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철수, 2011). 재입

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는 재입원의 원인인 고위험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질

환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정연화,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

적 문헌고찰을 통해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를 알아보고 실제 상급병원에 입

원한 심부전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 분석을 통하여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구조인

재입원 고위험지표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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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간호서비스 프로그램

재원일수 감소와 조기퇴원이라는 정책은 병원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

로 전환하기 위한 퇴원프로세스와 그 결과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조윤정 등,

2019; Weiss et al., 2015). 진단명에 따른 맞춤형 퇴원간호서비스는 병원 퇴원 시 필요

한 종합 전략의 전 범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병원 퇴원 준비의 구성요소를 개

념화, 표준화하여야 한다(Weiss et al., 2015). 이를 위해서 병원 입원 시부터 퇴원관련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원 절차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감소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이현주 등, 2017; 오의금, 성지현, 박영수, 이

현주, 김유경, 2016a; Weiss et al., 2015). 퇴원간호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이 퇴원 장소

인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프로세스로 정의

되며 만성질환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낮추어야 한다(Weiss et al., 2015). 퇴원간호서비스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다학제팀을 이루어 참여하게 되며 고위험지표에 의해 협진과

퇴원교육이 포함된 퇴원계획이 수립되고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한 전체적인 퇴원과정

진행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Weiss et al., 2015). 수많은 전문직이 다양한

퇴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병원 기반의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 및 퇴원 후 관리

를 위한 환자 및 치료 전달 시스템 준비를 담당하는 최전방 전문가로, 환자가 공식적

으로 퇴원하기 전에 양질의 퇴원 준비를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Weiss et al., 2015).

미국의 대표적인 퇴원간호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TCM, RED, BOOST 등이 있

다(Freund et al., 2011;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이 프로그램들은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으며 간호사 주

도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재입원 고위험 환자인 만성질환자와 복합질환자를 대상

으로 전문적, 치료적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사회복지 및 생활지원 서비

스가 포함된 다학제 프로그램이다(오의금 등, 2016b; Freund et al., 2011; Metzel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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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캐나다에서는 지역사

회 보건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가 시행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퇴원 후 재가서비스를 통해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연계 등

이 이루어진다(오의금 등, 2016b; Freund et al., 2011;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영국에서는 국가보건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가 시행되며 재가간호 서비스, 단기보호, 주

간/야간보호, 가족 대상의 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장기요양시설 입주 서비스가 시행

된다(오의금 등, 2016b; Freund et al., 2011;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호주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인 TCP를 통해

사례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 가사지원, 집안관리 등이 이루어진다(오의금 등, 2016b;

Freund et al., 2011;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우리나라의 퇴원간호시스템은 입원 시부터 퇴원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지만 퇴원

당일 담당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 의해 퇴원과정이 진행되어 퇴원교육 내용, 퇴원 후

관리, 퇴원 후 지역사회나 의료서비스의 연계 등 퇴원 이후 관리에 대한 부족이 지속

적으로 관찰되고 있다(오의금 등, 2016b). 현재 퇴원 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크게

병원중심의 가정간호,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가 있

다(이승희, 임지영, 2012; 이은희, 박성애, 2011; 이정석, 황라일, 한은정, 2011). 의료기

관의 가정간호는 2001년 시작되어 조기퇴원 환자에게 병원에서와 같이 연속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가정간호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경

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승희, 임지영, 2012; 이은희, 박성애,

2011; 이정석 등, 2011).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1998년부터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이승희, 임지영, 2012; 이정석 등,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5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나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승희, 임지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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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박성애, 2011; 이정석 등, 2011). 퇴원 후 재가 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원활하지 않은 연계시스템, 간호제공 인력의 부족과 간호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가

정간호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시스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이승희, 임지영, 2012; 이은희, 박성애, 2011; 이정석 등, 2011). 가정간호

연계를 통한 조기퇴원의 효과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지

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오의금 등,

2016b; Hernández et al., 2018).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심부전환자의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지표와 주증상, 이상 증상에 대한

관리법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적, 질병치료,

치료계획, 추후관리로 분류할 수 있다(이은숙, 신은숙, 황선영, 채명정, 정명호, 2013).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가족관계, 교육, 직업, 종교, 월 소득 등이

있다(Bui et al., 2011; Kato et al., 2009). 이외 신체적 요인으로 만성피로, 호흡곤란,

발목부종, 소화불량, 가슴통증 또는 가슴불편감, 수면장애를 들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의욕상실 등이 있다(이민애, 강윤희, 2020;

이은숙 등, 2013;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상황적 요인으로는

자가관리 이행 정도와 가족의 지지가 있으며 질병의 특성상 기능적 분류, 심부전

진단 기간, 심부전 원인과 좌심실 박출계수 및 과거 입원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며

약물요법과 식이요법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이은숙 등, 2013;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Van der Wal et al., 200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퇴원 후 심부전 합병증의 예방과 최상의 건강상태 유지, 제한된

신체적 조건 내에서 일상생활 수행을 최대화하고 추후 관리와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증상관리, 올바른 생활양식 등의 꾸준한 자가관리 이행이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퇴원 전 충분한 교육과 퇴원 후 지역사회나



- 14 -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이다(이은숙 등, 2013; Chamberlain et al., 2018).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 전 심부전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진행이

가능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퇴원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이들의 직무표준이 선행되어야 한다(오의금

등, 2016b; Jaarsma et al., 2008;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eventhal

et al., 2011; Stamp, Machado, & Allen, 2014; Thompson, Roebuck, & Stewart, 2005;

Tsuchihashi-Makaya et al., 2013;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재입원 고위험환자로 선별된 환자는 가정간호 연계 하 퇴원을 진행하면 퇴원 후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자가관리 이행여부, 정확한 약물복용 여부,

증상관리, 필요 시 채혈검사 등의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여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오의금 등, 2016b).

3. 퇴원간호중재 효과

퇴원간호중재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 변수는 삶의 질, 응급실 내원 또는

재입원 등의 병원 이용율, 퇴원환자의 만족도, 퇴원환자의 신체 사회적 기능 상태와

증상을 들 수 있다(오의금 등, 2016b).

미국의 대표적인 퇴원간호서비스 프로그램인 TCM, RED, BOOST, 캐나다의 지

역사회 보건센터 프로그램, 영국의 국가보건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호주의 TCP 모두

퇴원간호서비스 제공 시 삶의 질,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 신체/사회적 기능상태가 향

상되었으며 심리적/신체적 증상 및 응급실 내원 또는 재입원 등의 병원 이용율은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오의금 등, 2016b; Burton & Gibbon, 2005; Freund et al., 2011;

Harrison, Hara, Pope, Young, & Rula, 2011; Jaarsma, Arrested, Martensson,

Dracup, & Stromberg, 2009; Jack et al., 2009; Lindpaintner et al., 2013;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Sawatzky, Christ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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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l, 2013). 또한 비용 효과 및 퇴원간호서비스 이용율, 퇴원환자의 인지기능상태와

중증도 등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tour et al., 2007; Leventhal

et al., 2011; Mayo et al., 2008). 2015년 상대적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은 슬관절전치환

술환자, 장루보유대장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오의금 등(2016b)이 개

발한 Patient-Oriented Safe Transition (POST) 간호서비스모델 적용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이 연구에서 POST 간호서비스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퇴원 후 건강

지표, 삶의 질은 더 증진되었으며 퇴원 후 보호자 돌봄 부담감과 의료비용은 유의하

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퇴원환자를 위한 간호서비스모델의 임

상타당성 검증 뿐 아니라, 향후 퇴원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오의금 등, 2016b).

퇴원간호서비스는 퇴원과정을 담당하는 퇴원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환자별 개별

화된 퇴원계획을 중심으로 간호사정-진단-중재-평가의 퇴원간호과정을 거쳐 진행된

다.

퇴원구조는 퇴원간호서비스를 담당할 퇴원전담간호사로 정의할 수 있다. 퇴원전

담간호사는 ‘nurse case manager’, ‘discharge coordinator’ 등 다양한 명칭이 통용되고

있으며 퇴원 관련 의뢰, 의사소통, 돌봄계획의 수립으로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이현

주 등, 2017;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Weiss et al., 2015). 퇴원 관련 문헌고

찰 연구에서 퇴원전담간호사의 역할은 퇴원 전, 중, 후로 나뉜다(이현주 등, 2017). 퇴

원 전에는 입원과 동시에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와 가족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여

환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다학제팀 협진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이현주 등, 2017). 퇴원 중에는 복용 약물과 추후 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전원이나 지역사회 연계, 퇴원 돌봄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다(이현주 등, 2017). 퇴원 후에는 퇴원 일주일 이내 전화 방문이나 가정방문, 외래 예

약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이현주 등, 2017; Jac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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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Weiss et al., 2015).

퇴원계획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 개별화된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퇴원 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조정을 통해 환자

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진료비를 절감하여 재입원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

진료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Weiss et al., 2015). 퇴원계획은 입원과 동시에 시작되어

야 하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이 단계에는 퇴원간호서비스가 제공될 환자의 신원 확인,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퇴원 후 관리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며 전자의무기록 자료에서

고위험지표 분석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평가, 퇴원 전 최종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Weiss et al., 2015). 즉 가정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또는

퇴원 후 바로 지역사회로 전원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진료 의뢰, 진단명과 퇴원 시기에 따라 제공될 교육내용, 다학제 팀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퇴원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관련 분야와

기능적 역할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인

력으로 퇴원전담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Weiss

et al., 2015).

퇴원과정은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안전한 퇴원을 촉진하고 퇴원 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감소시키며 동시에 자가간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간호과정 즉 간

호사정, 진단, 중재와 평가로 구성된다. 간호사정에서는 환자와 주보호자의 퇴원준비

도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퇴원 과정은 입원 기간 중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자원 준비, 퇴원 후 관리 제공자에게 정보 전달, 진료협력센터나

가정간호 협진의뢰와 이를 통한 퇴원 시 연계 등이 있다. 퇴원과정은 환자와 가족의

퇴원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의사의 퇴원지시, 퇴원 후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나 가정간호로의 연계를 담당하는 진료협력센터와 가정전문간호사, 퇴원 후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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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하는 퇴원전담간호사 등 실무자의 활동이 포함된다

(Donabedian, 1988; Weiss et al., 2015). 퇴원과정에서는 특히 퇴원전담간호사의 역할

이 중요한데 환자와 가족이 퇴원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

도록 약물교육과 자가관리에 대한 지침, 퇴원 후 주의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 정

보는 물론 입원동안 이루어지는 치료과정과 추후 필요한 서비스, 외래 진료 예약 등

이 포함된 퇴원환자 기록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Weiss

et al., 2015). 병원 기반 퇴원전담간호사의 역할은 퇴원 준비 활동을 단독으로 수행하

거나 다른 팀원과 협력하여 퇴원 전 준비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Weiss et al.,

2015). 환자와 퇴원전담간호사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환자의 변화하는 요구와

간호사의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역할은 퇴원계

획을 세우고 퇴원진행을 담당하며 병원의 자원을 활용하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Weiss et al., 2015). 퇴원전

담간호사의 역할은 입원기간 동안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퇴원과정에

서 다른 다학제팀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의 책임을 진다(Weiss

et al., 2015). 다학제팀은 심부전전문간호사, 당뇨전문간호사 등 전문간호사와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참여하며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Weiss et al., 2015).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한 심부전환자의 관리는 재입원 감소,

사망률 감소, 의료비용 감소 및 환자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Ordóñez-Piedra et al., 2021).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이주리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 총 9개 역량표준을 토대로 분류한 심부전환자

를 위한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문적 간호실무

심부전환자의 입원 시부터 퇴원 후까지 관리와 관련하여 퇴원전담간호사의 전문

적 간호실무는 다음과 같다. 재입원 고위험지표를 통한 고위험 환자군의 선별, 현 병

력/과거력/가족력 등 전반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 파악 및 관찰, 심부전 관련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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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의 인지, 진단검사 결과의 확인, 환자와 보호자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병동 의료

진과의 주기적 의사소통, 심부전 약물과 인체 삽입기구의 모니터링과 관리, 자료의 통

합과 분석을 통한 개별화된 퇴원계획 수립, 다학제 자문 의뢰를 통한 문제해결 등이다

(오의금 등, 2016b; Baldewijns, Rocca, de Maesschalck, Devillé, & Boyne, 2019;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im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2) 교육

퇴원전담간호사는 환자와 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심부전 질병의

진행과 치료, 증상과 징후, 규칙적인 약물복용/저염식이/2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체중

측정/증상관리를 포함한 자가관리, 인체 삽입기구의 모니터링과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며 심부전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적용, 평가를 시행한다(오의금 등,

2016b; Baldewijns et al., 2019; Jaarsma et al., 2008;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eventhal et al., 2011;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Tsuchihashi -Makaya et al., 2013;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3) 상담

퇴원전담간호사는 환자와 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의 요구를 파악, 문제점 확인 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역할을 담당한다(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상담 내용으로는 추후 관리, 전화상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심리사회적 문

제나 완화치료 등이 포함되며 치료의 필요성 파악과 조정, 치료과정 참여 등이 해당된

다(오의금 등, 2016b; Baldewijns et al., 2019).

4) 자문

퇴원전담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 의료진 또는 시스템 관련 문제가 발

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의뢰하고 제공한다(오의금 등, 2016b). 심부전환자

가 퇴원 후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더불어 퇴원간호서비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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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타기관의 자문의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Wang et al., 2020).

5) 협동

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환자의 치료, 퇴원계획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반적 퇴원과정 실무를 수행

한다(Baldewijns et al., 2019;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6) 윤리적 의사결정

환자와 퇴원 후 주 보호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 검사, 시술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사실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다(Uchmanowicz et al., 2020).

7) 연구

재원일수 감소와 조기퇴원, 재입원 예방 등 현재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해

결책으로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성공

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적용 환자군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정연화, 2015;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8) 근거기반 실무

심부전 치료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의 치료목표와 우선순위를 고

려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 실행, 평가한다(Uchmanowicz et al., 2020).

9) 리더십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중재의 질 및 간호실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대한간호협회, 2012; 한국간호

평가원, 2005; Baldewijns et al., 2019; Hamric, Hanson, Tracy, & O'Grady, 2013). 심

부전 퇴원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환자의 경험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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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ewijns et al., 2019; Lim et al., 2019). 또한 퇴원환자의 치료 및 간호중재와 관련

된 임상치료(실무)지침 또는 프로토콜 개발과 수정에 참여한다(Uchmanowicz et al.,

2020). 퇴원전담간호사 활동 평가지표를 관리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

키고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이주리, 2019). 더불어 퇴원간호

서비스모델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의 정리와 보관을 담당한다

(이주리, 2019).

개별화된 퇴원간호중재는 퇴원 후 환자의 건강지표, 삶의 질, 만족도 증진, 퇴원

후 보호자 돌봄부담감, 병원이용률, 의료비용의 감소라는 효과가 관찰되어 본 연구

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퇴원간호

과정 내용 분석을 통해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오의금 등, 2016b;

Burton & Gibbon, 2005; Freund et al., 2011; Harrison et al., 2011; Jaarsma et al.,

2009; Jack et al., 2009; Lindpaintner et al., 2013; Metzelthin et al., 2012;

Morales-Asencio et al., 2010; Preen et al., 2005; Sawatzk et al., 2013).

4. 선행연구의 제한점

국내 Korean acute heart failure (KorAHF)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

재입원 고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연구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9.8%

이었다. 재입원 고위험지표로는 나이,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functional class , 고혈압 유무, 이전 심부전 입원 여부,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병증의

유무, 수축기혈압, 좌심실 박출계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beta-adrenergic blocking agent (β-blocker)의

퇴원약 처방유무, 혈액검사 중 natrium (Na) 수치와 N-terminal prohormone of brain

natriuretic peptide (NT-proBNP) 수치가 확인되었다(Lim et al., 2019). 일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심부전 진단 하 입원한 환자들의 90일 내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여성, 재원기간이 길수록, 체중 변화량이 클수록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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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연화, 2015). 다른 연구에서는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관련 요인으로 환자와 가족의 불충분한 교육, 증상인지와 자가관리의 부족, 퇴원 후

적절한 관리의 부족(지역사회 시스템의 부재), 증상발현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약물과 일상생활 지침 등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포함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Bennett et al., 1998; Michalsen,

Königb, & Thimmea, 1998).

퇴원 후 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간호서비스모델 연구에서는 국내외 퇴원환자관리

서비스 현황 파악이 시행되었다(오의금 등, 2016b). 연구 결과 국내에서 퇴원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 유형은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간호,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가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서비스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오의금 등, 2016b). 더불어 퇴원환자의 케어를

전담할 의료서비스 인력의 부재는 재입원의 원인 중 하나로 확인 되었다(오의금 등,

2016b). 퇴원환자의 간호요구도 확인을 위해 실시된 퇴원 후 약 2주 이내(퇴원 후 첫

외래진료 이전)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조사연구에서 신체적 증상관리, 간호/

의료상담, 퇴원 후 치료지시 이행 영역에서 퇴원환자들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의금 등, 2016b).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한 환자의

간호를 돕기 위한 간호사 주도의 다양한 사례관리 프로그램(Case management)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지역사회 환자 간호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오의금 등, 2016b). 심부전환자는 병원에서 퇴원전담간호사 주도의

표준화된 퇴원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중 재입원 고위험 심부전환자의 경우 퇴원

후 가정간호서비스 연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퇴원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문헌고찰 내용을 종합해보면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만성질환인

심부전환자의 증가로 연결되어 심부전 의료비용의 증가, 높은 사망률과 재입원율,

삶의 질 저하와 가족 등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감 증가를 야기하게된다. 퇴원 후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 이행과 재입원 예방,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감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퇴원간호를 전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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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표준화된 퇴원간호과정이 포함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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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1. Donabedian의 구조-과정-결과 기틀

(Structure-Process-Outcome, SPO)

본 연구는 Donabedian의 구조-과정-결과(Structure-Process-Outcome, SPO) 모

델을 이론적 기틀로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하였다<Figure 1>.

Donabedian의 구조-과정-결과 모델은 건강관리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에 오랜 기간

개념적 기틀로 사용되었으며 건강관리체계에서 환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통

제할 수 있는 3가지 요인을 구조-과정-결과 측면으로 설명하였다(Donabedian, 1988).

구조적 측면은 물리적 환경과 인적자원으로 정의되며, 과정적 측면은 환자에게 시행

된 치료나 진단, 예방 활동과 교육 등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건강 상태,

건강을 위한 행동이나 지식의 변화, 환자 만족도 등 환자가 성취한 것으로 정의된다

(Donabedian, 1988). Donabedian의 개념적 기틀에서 구조는 과정에, 과정은 결과에 영

향을 주며,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된다. 본 연구는 Donabedian의 구조-과정-결과

모델을 기반으로 구조적 측면에는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퇴원전담간호사

의 직무표준을, 과정적 측면에는 간호사정, 진단, 중재, 평가로 구성된 퇴원간호과정을,

결과적 측면으로는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이행여부와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지

표로 정의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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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Donabedian’s quality framework)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구조-과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퇴원간호서비스모델에 대한 접근법으로 Donabedian이 개념화한

구조-과정-결과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조는 퇴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속성을

의미하며 전산을 포함한 시설, 장비 및 예산, 인력 및 조직 구조 등이 포함된다

(Donabedian, 1988). 본 연구에서 구조는 문헌고찰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으로 정의

하였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국내외 의료기관의 벤치

마킹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전문가 타당도 확인 작업을 거쳤다. 과정은 퇴원간호

과정을 의미하며 퇴원전담간호사의 활동인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중재 그리고

간호평가로 구성된다(Donabedian, 1988). 결과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퇴원간호

서비스모델의 효과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 퇴원환자의 퇴원 후 자가간호

행위와 30일 이내 재입원으로 정의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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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framework

1) 구조

가) 재입원 고위험지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추출 후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부전 진단 하 퇴원한 환자 중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고위험지표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나)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 현재 심부전환자의 퇴원업무는 임상경력과

상관없이 퇴원 당일 환자의 담당간호사나 책임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심부전 퇴원환자의 전반적인 퇴원과정을 담당하는 퇴원

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을 확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퇴원 간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은 선행연구 문헌고찰과 국내외

퇴원전담간호사 운영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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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퇴원간호과정)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입원 시부터 퇴원 후 30일까지 심부전환자에게

필요한 퇴원간호중재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 통합 후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퇴원간호과정의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가) 건강사정: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적용 시 재입원 고위험 환자로

판별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전담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 면담 및 전자

의무기록 자료를 통하여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수집한다.

나) 간호진단: 퇴원전담간호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별 개별화된

퇴원간호진단을 도출한다.

다) 간호중재: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환자의 퇴원준비, 진행 관련 다학제팀

협의 진료 의뢰와 답변 확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 준비와 교육제공,

퇴원 후 협력병원으로의 전원이나 가정간호 또는 지역사회 연계를 담당

한다.

라) 간호평가: 퇴원간호과정의 완성으로 퇴원교육의 질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 결과

본 연구에서 결과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효과를

의미하며 환자의 건강지표,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위 등을 포함한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이행도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이 포함된다(오의금 등,

2016b; Donabedi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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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임상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재입원율이 높은 고위험 심부전 퇴원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

모델 개발로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

모델 초안 개발단계로 재입원 고위험지표 선정,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 개발,

그리고 퇴원간호과정 개발로 진행되었다. 2단계는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초안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통한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3단계는

최종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확정으로 진행되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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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process an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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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초안 개발

1)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선정

가) 문헌을 통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확인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규명을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

하였다. 문헌고찰은 2010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헌 검색을 위하여

사용한 전자데이터베이스는 국회도서관, PubMed, Cochrane library, Google scholar,

KoreaMed, 및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이다. 회색문헌으로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ProQuest Dissertation &

Theses Global을 이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 검색 주제어로는 ‘심부전’,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 고위험 요소’, ‘heart failure’, ‘readmission’,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heart failure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를 사용하였고 PubMed의 경우

MeSHterm을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Appendix 1-1, 1-2>.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은 <Appendix 2>와 같으며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하였다.

나) 심부전 진단 하 퇴원 후 재입원 환자의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자료 분석을 통해 고위험지표의 타당성 확인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심부전 진단 하 입원 후 퇴

원한 환자 총 1,857명의 EMR 자료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위험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고위험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MR 자료 분석을 위

해 2020년 12월 15일 연세의료원 빅데이터팀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서

면제 승인된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제시한 후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삭제된 원자료를 의뢰하여 2021년 1월 6일 연구 자료원을 취득하였다.

퇴원환자의 상병은 제1상병(주상병)과 부상병 분류 및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의

한 것이며 나이는 EMR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료 시점에서 계산된 나이이

다.

다)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분석



- 30 -

문헌고찰과 EMR 자료 분석을 통해서 타당도가 입증된 지표를 확인 후 재입원군

과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간 p값이 0.05 미만인 설명변수들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 개발

가) 문헌을 통한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의 구체적 내용 파악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의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

하였다. 문헌고찰은 2010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헌 검색을 위하여

사용된 전자데이터베이스는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동일하다. 검색

주제어로는 ‘퇴원전담간호사’, ‘퇴원 코디네이터’, ‘discharge coordinator’를 사용하였고

PubMed의 경우 MeSHterm을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Appendix 1-1, 1-2>.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검색과 동일하게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

하였으며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은 <Appendix 3>과 같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을 개발하였다.

나) 국내∙ 외 퇴원전담간호사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활동 확인

국내에서 퇴원전담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현황과 업무활동 규명을

위하여 총 4개 대형병원의 교육/행정 담당 팀리더에게 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해당 병원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였다.

국외의 경우 퇴원전담간호사와 퇴원간호중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5개 병원

팀리더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

기술서 또는 역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안) 개발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심부전환자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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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개발하고 2019년 이주리의 연구에서 개발된 전문간호사 핵심 역량표준을

중심으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안), 기준(안),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3) 퇴원간호과정 개발

가) 문헌을 통한 퇴원간호과정 분석

퇴원간호과정의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문헌고찰은 2010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문헌검색을 위하여 사용된 전자데이터베이스는 이전 단계와 동일

하였다. 검색 주제어로는 ‘퇴원간호중재’, ‘discharge nursing process’, ‘case

management’, ‘discharge case management’를 사용하였고 PubMed의 경우

MeSHterm을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Appendix 1-1, 1-2>. 이전과 동일하게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하였다<Appendix 3>.

나) 퇴원간호과정 개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 과정을 개발하였다.

나. 2단계: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타당도 검증

(델파이)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책개발이나 실무지침 개발 분야에서 유용한 연구기법이다

(이종성, 2001; Mead & Monsele, 2001). 델파이 연구기법을 위한 전문가집단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을 넘지 않아야한다(Lynn, 1985).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타당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임상경력 또는 교수경력 총 10년 이상으로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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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총 9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전 각 전문가에게 유선이나 전자메일로 연구주제, 목적, 설문 횟수 및

익명성 보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 후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심부전환자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안), 퇴원

간호과정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적합하다’를 5점,

‘적합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적합하지 않다’ 2점, ‘전혀 적합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각 항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견 기술을 요청하였다. 또한 ‘적합하지 않다’와 ‘전혀 적합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

그 대안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평가는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며 측정 항목별로 CVI가 0.78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Lynn, 1985). CVI 0.78 이하인 항목은 이유 확인과 함께 문항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되는 델파이 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차 델파이를 통하여 1차 델파이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에 대해

다시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설문에서 분석된 전문가의 CVI와 본인의 1차 설문지 체크 항목을 모두 제시하여 타

전문가들의 의견 공유와 본인의 의견 재고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전자메일 또는 출력된 설문지로 진행되었으며 총 9명의 전문가 응답률은 100%였다.

1차 델파이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였으며, 2차 델파이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27일까지였다.

다. 심부전환자를 위한 최종 퇴원간호서비스모델 확정

내용타당도 확인을 통한 실무적합성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전 퇴원환자를 위

한 최종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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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본 연구는 연구가 진행될 세브란스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면제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연세의료원 빅데이터팀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서 면제 승인된 IRB (Y-2020-0157)를 제시한 후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삭제된 원자료를 의뢰하여 연구 자료원을 취득하였다. 퇴원

환자의 상병은 제1상병(주상병)과 부상병 분류 및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의한

것이며 나이는 EMR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료 시점에서 계산된 나이이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접촉인 유선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기밀성의 보장을 설명하고 첨부파일 또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수집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고, 첨부파일로

정보화된 자료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저장, 문서작성과 자료는 모두 암호화하여

연구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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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BM)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dow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은 공통된 내용은 통합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여 제시하였다.

나) 심부전 진단 하 퇴원 후 재입원한 환자의 EMR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중위수와 범위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입원율의 차이는 t–test, X²-test 및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재입원 관련 위험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 퇴원간호과정에 대한 델파이

내용타당도 검증은 CVI 0.78 이상이면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하였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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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1단계: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초안 개발

가.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선정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총 28개가

확인되었다<Appendix 4>.

1) 문헌을 통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확인 결과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관련 문헌검색 결과 국내외저널 5,866건과

회색문헌 8,202건 등 총 14,056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문헌 650건, 제목과

초록검토를 통해 심부전환자의 고위험지표와 관련 없는 문헌 각각 13,126건과

75건, 검색이 불가능한 문헌 134건, 문헌의 검토를 통해 심부전 고위험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문헌 46건 등 총 14,031건의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 25개의

문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Appendix 2>. 최종 분석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는 <Appendix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는 성별, 나이,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 10개 이상

다 약물복용,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력, 응급실 경유 입원, 동반질환의 여부와

중증도, 고지혈증과 우울증 여부, 고혈압 유무,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유무, 심장병증의 유무, 재원일수, NYHA functional class, 수축기 혈압,

좌심실박출계수, β-Blocker와 ACEI/ARB의 퇴원약 처방유무, 혈액검사 중 Na와

NT-proBNP 수치 등이 확인되었다(강석민, 2015; 길은하, 2013; 김문정, 2019; 김정래,

2017; 김현수, 2017; 신민선, 2018; 정연화, 2015;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Kim et al., 2019; Lim et al., 2019; Pierre-Louis et al., 2016; Watson et al.,

2011; Zaya, Phan, & Schwar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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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부전 진단 하 퇴원 후 재입원 환자의 EMR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위험지표의 타당성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심부전 진단 하 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총 1,857명이었으며, 이 중 퇴

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는 총 267명(A군, 14.4%), 재입원 이력이 없는 환자

는 1,590명(B군, 85.6%)이었다<Table 1>.

A군과 B군의 입원일 기준 평균 연령은 각각 72.1세, 70.4세로 재입원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48) 두 군 모두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비율이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다(A=76.4%, B=71.1%). 성별은 A군과 B군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

았으나 재입원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580), 입원 시 최초 체

중은 A군과 B군 각각 평균 61.1kg, 63.0kg로 재입원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1). 입원기간 동안 체중의 변화는 A군과 B군 각각 평균 0.9kg, 2.1kg로 재입원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 입원기간 비교 시 A군과 B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재입원군이 평균 14.1일로 재입원 이력이 없는 군의 평균

13.2일보다 재원기간이 길었다. 재입원 시 평균 입원기간은 16.1일이었으며 퇴원 후

재입원시까지 평균 14.2일이 걸렸다. 입원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과 응급실 내원은

A군과 B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재입원으로 발생한 의

료비는 총 4,424,674,955원이었다. 활력징후에서는 평균맥박이 A군 75.5회/분, B군 73.1

회/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0). 주 진단명 심부전으로 입원한

1,857명 환자의 부진단명 분석 결과는 <Appendix 5>에 제시하였다. 부진단명 비교

시 재입원과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재입원 환자의 경우 신부전과 당뇨

를 동반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각각 58.4%, 53.6%로 분석되었다. 퇴원 약물의

경우 심부전환자 전체적으로 10개 이상의 다 약물복용이 관찰되었는데 이 중 A군 평

균 23.4개, B군 평균 16.9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심부전환자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심부전상담 유무는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으나

(p=0.892)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 환자수가 90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4.8%였다. 혈액검

사는 입원 시 최초 혈액검사 결과와 퇴원 시 마지막 혈액검사를 모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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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8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30-day HF readmission       

   t or 

    χ² 
p-value  Yes (n=267)

n (%), M±SD 

or Median±IQR

No (n=1,590)
n (%), M±SD 
or Median±IQR

Sex
Male 143(53.6) 819(51.5) 0.307 0.580

Female 124(46.4) 771(48.5)

Age (years) ＜65  72.1±
12.4

63(23.6)
70.4±

14.5

459(28.9) -1.986 0.048

≥ 65 204(76.4) 1,131(71.1)

Initial Body 
weight (kg)

61.1±12.4 63.0±15.9 2.163 0.031

Last Body 
weight (kg)

60.2±15.5 60.8±14.7 0.670 0.503

Weight change 
(kg)

0.9±9.9 2.1±6.3 2.622 0.009

BMI (kg/㎡) 23.0±4.6 26.3±17.1 0.791 0.431

Living state Seoul 169(63.3) 912(57.4) 16.635 0.479

Kyunggido 52(19.5) 317(19.9)

other 46(17.2) 361(22.7)

Insurance NHI 257(96.3) 1,480(93.1) 4.103 0.392

Medicaid 9(3.4) 94(5.9)

Other 1(0.4) 16(1.1)

Length of stay 
(day)

14.1±28.4 13.2±26.1 -0.499 0.618

Readmission 
length of stay 
(day)

16.1±29.8

Discharge-
Readmission

14.2±8.9

ADL Independent 251(99.2) 1586(99.8) 0.142a

Dependent 2(0.8) 3(0.2)

6months prior 
hospitalization Yes 276(79.1) 704(67.9) 15.264 <0.001

6months prior 
ER visit Yes 73(20.9) 333(32.1)

Total cost 11,622,491.6±
28,636,216.1

13,414,918.4±
30,888,467.4 0.886 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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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inue)     

                                                                    (N=1,8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30-day HF readmission       

t or 

χ² 
p-value  

Yes (n=267)

n (%), M±SD 

or 
Median±IQR

No (n=1,590)
n (%), M±SD  

 or 
Median±IQR

Total cost for 
readmission

4,535,220.0
(1,845,675.5, 
10,118,274.5)

Charlson 
cormorbidity 
index

3.0±2.1 2.7±2.0 -1.698 0.090

SBP (mmHg) 119.9±19.7 119.6±22.0 -0.224 0.823

Pulse rate       
   (beat/min)

75.5±15.4 73.1±14.2 -2.572 0.010

LVEF 39.62±17.4 40.9±18.1 1.117 0.264

E/E' 21.22±10.2 20.51±9.8 -0.881 0.379

Polypharmacy 23.4±13.8 16.9±11.5 -6.019 <0.001

Anxiety No 248(98.0) 1544(97.2) 0.324 0.569

Yes 5(2.0) 45(2.8)

Heart failure 
counseling

Yes 12(13.3) 78(86.7) 0.018 0.892

a Fisher exact test.

HF=heart failure; kg=kilogram; BMI=body mass index;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ER=emergency room; SBP=systolic blood pressure;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E/E'=peak velocity of early filling (E) to 
early diastolic  mitral annular velocity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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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혈액검사 결과 중 재입원 관련 A군과 B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혈액검

사는 Hemoglobin (Hg) (p<0.001), Hematocrit (Hct) (p<0.001), Blood Urea Nitrogen

(BUN) (p=0.002), Na (p<0.001)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혈액검사에서도 Hg (p<0.001),

Hct (p<0.001), BUN (p=0.041), Na (p<0.00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C-Reactive Protein (CRP) (p=0.043)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검사로 확인되었다

<Appendix 6-1, 6-2>. 입원 기간 이루어진 수술은 총 249건으로 재입원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857) 이 중 심장이식이 37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방광경검

사, 대동맥판막 치환술, 심장생검, 삼첨판 윤상성형술 등의 순이었다<Appendix 7>.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술은 총 1,072건으로 수술과 마찬가지로 재입원과의 통계

학적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p=0.732) Coronary Angiography가 총 437회

시행되었고 Peripheral insertion central catheter, Pacemaker insertion, Pleural

effusion drainage 순으로 시술이 진행되었다<Appendix 8>. 심부전 진단 하 입원 후

퇴원한 환자 총 1,857명 중 자료 조사기간 중 총 503명의 환자가 총 1,873회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내원 시 주 진단명과 주호소는 <Appendix 9, 10>에 제시하였다. 응급

실 내원 주 진단명은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p<0.001) 재입원 환자군의

경우 Dyspnea (호흡곤란) 37건(9.3%), Abdominal pain (복통) 23건(5.8%), Acute

pulmonary edema (급성 폐부종) 22건(5.5%), Heart failure (심부전) 20건(5.0%) 순이

었다. 응급실 내원 주호소도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p=0.031) 재입원 환

자군의 주호소는 Dyspnea (호흡곤란) 109건(27.4%), Chest pain (흉통) 19건(4.8%),

Chest discomfort (흉부 불쾌감) 19건(4.8%) 순으로 분석되었다. 심부전 퇴원환자

1,857명에게 처방된 퇴원약은 총 53,046개로 Furosemide (2,686개) 처방이 가장 많아

심부전 환자의 first line medication은 이뇨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원약으로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은 Furosemide, Spironolactone, Ferrous sulfate dried, Isosorbide

dinitrate, Nicorandil 순이었다<Appendix 11>. 심부전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구 약물인 이뇨제, ACEI/ARB, β-blocker, Aldosterone antagonist 총 5가

지 항목의 분석 결과 퇴원 시 처방 약물 중 ACEI/ARB 약물은 재입원 여부와 연관성

이 있었다(p=0.025) <Appendix 12>. 심부전상담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전체 퇴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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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총 90명(4.8%)으로 이 중 재입원 환자는 17명(19.0%), 재입원 이력이 없는 환자

는 73명(81.0%)이었으며 심부전상담기록지 분석 결과는 <Appendix 13>에 제시하였

다. 심부전상담을 받은 환자 중 재입원 여부와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은 체중

(p=0.034), NYHA class (p=0.048), 저염식이(p=0.050)였다. 재입원군의 평균 체중은

60.3kg이었으며 재입원 이력이 없는 환자군은 67.5kg이었다. NYHA class는 class Ⅱ

의 비율이 재입원군과 재입원 이력이 없는 군 각각 64.7%, 86.3%로 관찰되었으며 식

이의 경우 재입원군의 저염식 비율이 23.5%인 반면 재입원 이력이 없는 환자군은

16.4%로 분석되었다. 심부전상담 횟수는 재입원군의 76.5%가 첫 상담인 반면 재입원

이력이 없는 환자군은 2회 24.7%, 3회 이상 17.8%로 분석되었다. 그 외 흡연과 음주,

caregiver 유무, 질병에 대해 아는 정도, 증상관리, 약물에 대한 이해와 복용시간 준수,

2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 daily 체중측정, 6개월 이내 응급실 내원 또는 재입원, 최근

2주 이내 호흡곤란 등의 항목은 재입원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

원 후 심부전상담까지 걸린 기간은 최소 6일부터 최대 1,088일까지로 관찰되었으며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은 없었다(p=0.826).

3)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분석

심부전 퇴원환자 1,857명의 EMR 자료를 분석하여 고위험지표의 타당성을 확인

후 재입원군과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간 p값이 0.05 미만인 설명변수들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퇴원약의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재입원 오즈비가 1.030배, 즉 재입원이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입원 시 Na 수치가 증가할 때마다 재입원은

5.4% 감소(OR=0.946, p=0.021), 퇴원 시 Na 수치가 증가할 때마다 재입원은 6.6%

감소(OR=0.934, p=0.028), CRP 수치가 증가할 때마다 재입원은 1.1% 감소(OR=0.989,

p=0.04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UC는 0.735였다<Figure 4>.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분석을 통해 재입원 고위험 심부전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퇴원전담

간호사에 의한 표준화된 퇴원간호과정 적용과 가정전문간호사의 관리를 통해 효과적

인 질환관리로 연결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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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readmission within 30              

            days of discharge by EMR data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kg=kilogram; OPD=outpatient department; ACEI=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 Hg=hemoglobin;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Na=natrium; CRP=c-reactive protein.

Variables Level OR
95% CI

p-value
Lower Upper

Age years 0.998 0.978 1.019 0.867

Initial Body weight kg 1.003 0.983 1.026 0.769

Weight change kg 0.963 0.922 1.005 0.080

6 months prior 
hospitalization through 
OPD

Yes 1.337 0.817 2.187 0.248

ACEI/ARB 

at discharge
No 0.641 0.398 1.034 0.068

Pulse rate beat/min 1.012 0.996 1.028 0.129

Polypharmacy 1.030 1.015 1.045 <0.001

Initial Hg  g/dL 1.214 0.588 2.507 0.600

Hct % 0.925 0.729 1.173 0.520

BUN mg/dL 1.000 0.987 1.014 0.983

Na mmHg 0.946 0.902 0.991 0.021

Final Hg g/dL 0.996 0.466 2.127 0.992

Hct % 1.012 0.793 1.292 0.923

BUN mg/dL 1.003 0.989 1.017 0.710

Na mmHg 0.934 0.878 0.993 0.028

CRP mg/L 0.989 0.978 1.00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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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d Area Under Curve for  

          the heart failure readmission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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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

선행연구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총

15개 항목을 확인하였다<Table 3>.

1) 문헌을 통한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의 구체적 내용 파악 결과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에 대한 문헌검색 결과 국내외저널 9,246건과 회색

문헌 1,535건 등 총 10,781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문헌 890건,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문헌 각각 8,450건과 364건,

검색할 수 없는 문헌 859건, 문헌의 검토를 통해 퇴원전담간호사 직무를

확인할 수 없는 문헌 135건 등 총 10,698건의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 83개의

문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Appendix 3>. 최종 분석된 퇴원전담간호사 직무의

구체적 내용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 퇴원 전 단계

문헌에서는 discharge nurse, transition care coordinator, specialist nurse,

heart failure nurse, nurse 등 다양한 명칭의 간호사들이 심부전환자의 퇴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arsma et al., 2008;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eventhal et al., 2011;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Tsuchihashi-Makaya et al., 2013;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서비스는 입원과 동시에 시작되며

간호사정, 퇴원계획 수립, 복용약물과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 다학제팀 연계

등으로 이루어진다(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 44 -

Table 3. Contents of discharge nursing intervention for heart failure pati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Study  Discharge intervention

Author(years)
Jaarsma et 
al. (2008)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eventhal
et al. (2011)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Tsuchihas
hi et al. 
(2013)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Component                   Provider
of program HF nurse Discharge 

nurse
transition 

care 
coordinator

HF nurse Discharg
e nurse

specialist 
nurse nurse HF nurse nurse

Pre 

discharge

Assessment √ √ √ √ √
Education: medication, 
self management √ √ √ √ √
Discharge planning √ √ √ √ √ √
Multidisciplinary team √ √ √ √

Transition

Referrals: social support √ √ √ √ √
Communication √ √ √ √ √
Care plan √ √ √ √ √

Post 

discharge

Home visiting √ √ √ √ √
F/U phone call √ √ √ √ √ √ √ √
Outpatient clinic √ √ √ √
Assessment √ √ √ √ √ √
Care coordination √ √ √ √ √
Education: review 
medication, OPD F/U √ √ √ √ √ √ √ √
Monitoring: 
managing symptoms √ √ √ √ √
Multidisciplinary team √ √ √ √

HF=heart failure; F/U=follow up; OPD=out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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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원 단계 :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전환단계

퇴원 단계에서 퇴원전담간호사는 환자가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

의료진 및 지역사회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한다(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또한, 환자와 보호자, 병원 의료진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입원 중 시행된 시술, 수술, 치료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퇴원계획을 공유한다(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퇴원 시

퇴원전담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별 계획된 퇴원교육과 상담 진행 등 퇴원중재의

제공이다. 심부전환자의 경우 노인환자의 비율이 약 80% 이상으로 확인되며 주

보호자인 배우자도 고령인 상황에서 노인들만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보건산업통계,

2020; 신경민, 추상희, 장연수, 강석민, 2016). 심부전환자의 퇴원 후 관리는

약물복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자가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송효숙, 임소희, 2018;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Lloyd-Jones et al., 2010). 그러나

퇴원교육의 대부분이 읽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인지기능과 문해력의 감소가

발생하는 노인환자에게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신경민 등, 2016).

심부전환자의 퇴원 후 자가간호 이행은 심부전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손연정 등, 2011; 신경민 등, 2016). 노인 심부전환자의 효율적 자가간호 수행을

위해서는 인지기능을 고려한 개별적 교육과 함께 어려운 의학용어의 사용은 지양

하고 단순한 그림이나 시청각매체 등 시각화작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신경민

등, 2016). 대부분의 심부전환자는 2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질환에 맞는 다학제팀 접근도 고려하여야 한다(Avaldi et al., 2015). 따라서

심부전환자 중 재입원 고위험 대상자로 선별된 환자, 또는 퇴원교육 후 건강행위

이행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환자의 경우 퇴원 후 퇴원전담간호사의

전화상담과 가정전문간호사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1:1 재교육과 관리로 퇴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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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원 후 단계 : 전화상담과 가정간호 연계, 외래진료, 서비스 종료

퇴원 후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가정에서 잘 적응하는지 퇴원 24시간 이내에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퇴원 7일 이내에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Jaarsma et al., 2008;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eventhal et al., 2011; Stamp et al., 2014; Tsuchihashi-Makaya et al.,

2013;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가정간호는 가정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가정으로 방문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입원대체 서비스로 재입원 고위험 심부전환자의 퇴원 후 관리와 이상 증상

확인 시 바로 주치의에게 보고와 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가정간호역사

편찬위원회, 2014). 정기적인 외래진료 내원 또한 심부전 환자의 증상관리에

필수적이므로 외래내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Wang et al., 2020). 퇴원 후 30일이 지나면

퇴원간호서비스 종결을 위해 자가관리 모니터링과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정, 다학제팀 의뢰, 교육 등을 진행 후 퇴원간호서비스를 종료한다

(Jaarsma et al., 2008; Jack et al., 2009; Kripalani et al., 2019; Leventhal et al.,

2011; Stamp et al., 2014; Thompson et al., 2005; Tsuchihashi-Makaya et al.,

2013; Uchmanowicz et al., 2020; Wang et al., 2020).

2) 국내∙ 외 퇴원전담간호사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활동 확인

결과

국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개 모두 퇴원전담간호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미국 3개 병원, 중국 1개

병원, 그리고 폴란드 1개 병원 팀 리더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또는 역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총 5개 병원

중 미국과 중국 각 1개 병원에서 회신을 주었으며 미국의 경우 연구 진행시기에 한

명의 퇴원전담간호사가 5명의 심부전환자를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한명의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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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가 다양한 질환의 환자군 약 30~50명을 관리하되 퇴원 후 관리까지는 진행하

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퇴원전담간호사 없이 심부전 병동 간호사가 모두 퇴원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문서화된 직무기술서는 없었다. 이에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간호실무 핵심역량과 대한간호협회(2012)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직무 범위와 표준 내용을 통합하여 이주리(2019)의 연구인 ‘간

호사 주도 신속대응팀 간호사의 직무표준 개발’에서 제시한 총 9개 역량표준을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해 공통적인 업무활동을 분석하였다<Table 4>.

3)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안) 개발

Hamric 등(2013)이 제시한 전문간호실무 핵심역량, 한국간호평가원(2005)과

대한간호협회(2012)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직무 범위와 표준 내용을

통합하여 이주리(2019)에 의해 개발된 전문간호사의 핵심 역량표준을 중심으로 9개의

표준(안), 15개의 기준(안), 42개의 지표(안)을 개발하였다<Table 5>. 개발된

표준(안)의 각 영역은 <Table 4>에 제시된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활동 중 표준

(안)의 달성 여부 평가가 가능한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15개의 기준(안)을 개발,

개발된 기준(안)에 대한 수행 평가가 가능한 지표(안) 42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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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ask contents of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Role standard Task contents

Ⅰ.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1. Selection of high 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through     
   screening for high risk factors

2. Conduct overall patient assessment including current       
   medical history, past history, and family history

3. Confirmation and analysis of diagnostic test results

4. Data collection through interviews with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5. Monitoring heart failure symptoms and signs through       
   proactive nursing rounds

6. Regular communication with ward medical staff

7.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heart failure drugs and     
   implants

8. Integra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establishment of an   
   individualized discharge nursing plan considering the needs  
   of patients and families

9. Multidisciplinary team consultation request

Ⅱ. Education

10. Conduct education for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11. Development of discharge education program              
    (medications, low-sodium diet, weight measurement,       
    exercise for more than 20 minutes, symptom              
    management)

Ⅲ. Counseling 12.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Ⅳ. Advice
13. Requesting advice and providing advice to other medical   
    staff and other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patients after discharge

Ⅴ. Ethical 
 decision making

14. Provision of factual and evidence-base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current condition, examination, procedure    
    and treatment plan to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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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ask contents of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continue)

Role standard Task contents

Ⅵ. Research

15. Nursing research on the management of discharged       
    patients

16.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through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paper publications

Ⅶ. Collaboration

17. Sharing information about patient discharge plans and     
    goals with hospital staff

18. Establishment of work cooperation system between         
    discharge nurses and hospital medical staff

Ⅷ. Evidence based 
practice

19.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discharge plan     
    based on multiple evidence

20. Evidence-base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fter discharge  
    nursing practice

Ⅸ. Leadership

21. Conduct discharge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22. Data collection on the discharge nurse’s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23. Report on regular discharge nursing activities

24.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found during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proces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25. Management of discharge nursing service evaluation       
    Index

26.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r protocols

27. Continuous participation in practical competency training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discharge nurses

28. Discharge nursing service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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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1.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Discharge nurses 
provide professional 
clinical practice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skills 
for hospitalized 
patients diagnosed 
with heart failure.

Criteria 1. 

When hospitalized for heart failure, 
high-risk patients are selected through 
screening for high-risk factors.

Indicator 1. The risk scor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high-risk readmission  
             index screening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heart  
             failure.

Indicator 2. Select high-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Criteria 2. 

An individualized discharge nursing 
plan i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and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dicator 3. Nursing diagnosis is derived for actual and potential nursing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discharge.

Indicator 4.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 discharge plan in consultation  
             with the attending physician.

Indicator 5. Establish an individualized discharge nursing plan considering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riteria 3. 

Establish a nursing plan necessary to 
achieve nursing goals.

Indicator 6. Set goals for discharge nursing based on nursing diagnosis.

Indicator 7. Develop a plan for expected outcomes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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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1.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Discharge nurses 
provide professional 
clinical practice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skills 
for hospitalized 
patients diagnosed 
with heart failure.

Criteria 4. 

Perform professional nursing based on 
the established nursing plan.

Indicator 8. Conduct education on the main diagnosis of heart failure.

Indicator 9. Conduct training on how to monitor signs of heart failure and     
             manage symptoms.

Indicator 10. Conduct training on discharge medications and adherence to     
              dosing times.

Indicator 11. Conduct training on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implantable devices.

Indicator 12. Conduct education on a low-salt diet.

Indicator 13. Perform exercise training for at least 20 minutes every day.

Indicator 14. Conduct daily weight measurement training.

Criteria 5.

Evaluate nursing performance 
outcomes. 

Indicator 15. Evaluate the adequacy of discharge nursing interventions.

Indicator 16. Evaluate the degree to which the planned goals have been        
              achieved.

Indicator 17. Revise and supplement plans and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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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2. Education

Discharge nurses 
educate patients based 
on their specialized 
knowledge.

Criteria 6.

Educat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and systematica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ctivities.

Indicator 18. Assess the educational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Indicator 19.  Educat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on necessary information. 
               (symptom records for self-management, symptoms or indicators  
                to inform medical staff, etc.)

Indicator 20.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Standard 3. Counseling

The discharge nurse 
provides counseling to 
the patient and the 
primary caregiver in 
order to identify the 
patient's needs, identify 
the problem, and solve 
the problem.

Criteria 7.

Provide management and 
counseling through optimal 
communication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Indicator 21. Provide counseling to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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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4. Advise

Discharge nurses use 
their expertise to request 
and provide advice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patients, medical staff, 
or systems when they 
arise.

Criteria 8.

Provide advice and, if necessary, 
refer to other experts for advice.

Indicator 22. Respond to advice on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of      
              other departments or other medical institutions.

Indicator 23. If necessary, consult an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so that heart  
              failure patients can receive appropriate management after         
              discharge.

Standard 5. 
Collaboration

Discharge nurses work 
with health care 
providers to achieve 
desired outcomes for 
discharged patients.

Criteria 9.

Establish and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health care 
providers involved in the treatment 
and intervention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Indicator 24. Share information about patient discharge plans and goals with    
              hospital staff.

Indicator 25. Establish a work cooperation system with hospital medical staff    
              and the local community to carry out the practice of discharge   
              (social support).

Indicator 26.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hospital staff and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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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6. 
Ethical 

 decision making

Discharge nurses identify 
ethical issues for 
discharged patients and 
support patient rights 
and safety.

Criteria 10.

Uphold the rights and safety of 
patients.

Indicator 27. Provide factual information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bout changes in the patient’s       
              condition, examinations, procedures, and treatment plans.

Indicator 28. Respect the participation of the family, including the patient's      
              primary caregiver.

Indicator 29. Respect the right to choose and refuse treatment and car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Standard 7. 
Research

Discharge nurses 
promot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by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that can 
continuously develop 
professional knowledge.

Criteria 11.

Conduct research activities. 

Indicator 30. Plan and conduct practice-oriented clinical research.

Indicator 31. Present the research results at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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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8.
 Evidence based 

practice

Criteria 12.

Conduct evidence-based practices.

Indicator 32. Confirm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n the treatment of  
             heart failure and apply them to discharge nursing.
Indicator 33. Select interventions based on the best evidence, taking   
             into account the target's goals and priorities.

Indicator 34. Put the chosen intervention into practice.

Indicator 35. Evaluate the outcome after the selected intervention is    
             put into practice.

Standard 9. 
Leadership

Discharge nurses 
exercise clinical 
leadership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terventions provided 
to discharged patients 
and the level of 
nursing practice.

Criteria 13.

Improve the quality of discharge patients 
care.

Indicator 36. Review cases of readmission within 30 days after          
            discharge of discharged patients, identify the cause of    
            the discovered problems, and derive improvement plans.

Indicator 37. Manage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discharge        
            nurse's activities.

Indicator 38.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clinical    
             treatment (practice) guidelines or protocol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discharged patients and nursing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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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for heart failure patients (proposed)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Standard 9. 
Leadership

Discharge nurses 
exercise clinical 
leadership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terventions provided 
to discharged patients 
and the level of 
nursing practice.

Criteria 14.

Develop professionalism and continue 
activiti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dicator 39. Improve professionalism through personal development.

Indicator 40. Be a role model for nurses as professionals.

Indicator 41.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related to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riteria 15.

Manage discharge nursing service data.

Indicator 42. Responsible for organizing and storing data generated    
            during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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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원간호과정 개발

1) 문헌을 통한 퇴원간호과정 분석 결과

퇴원간호과정은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과 함께 검색되었다. 문헌검색 결과

국내외저널 9,246건과 회색문헌 1,535건 등 총 10,781건이 검색되었다. 이중 중복

문헌 890건, 제목과 초록검토를 통해 퇴원간호과정과 관련 없는 문헌 각각

8,450건과 364건, 검색할 수 없는 문헌 859건, 문헌의 검토를 통해 퇴원간호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문헌 135건 등 총 10,698건의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 83개의 문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Appendix 3>. 최종 분석된 퇴원간호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퇴원간호과정 개발

퇴원간호과정은 이론적 기틀인 Donabedian의 구조, 과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

성되었으며 시간대별로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퇴원 시, 퇴원 후 단계(전화상담

과 가정방문), 외래진료, 퇴원간호서비스 종료 등 총 5단계로 분류된다. 각 단계별

목표와 퇴원전담간호사의 퇴원간호 단계별 퇴원간호중재, 그리고 환자와 주 보호자

의 달성지표와 평가도구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가)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이 단계는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Donabedian의 구조, 과정, 결과에서 구조와

과정에 해당되며 환자의 건강상태, 환자와 보호자의 퇴원관련 요구도 사정이 이루

어진다. 문헌고찰과 EMR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

표 적용 시 재입원 고위험 환자로 판별된 환자를 선별한다. 퇴원간호를 전담할 퇴

원전담간호사는 선별된 재입원 고위험 환자와 보호자 면담, EMR 자료를 통하여 주

관적, 객관적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퇴원환자와 가족의 퇴원준비도 사정은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Family member (권희경, 2017; Weiss et

al., 2008)를 사용한다<Appendix 14>. 이 도구는 2008년 Weiss 등이 개발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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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권희경이 번역한 것으로 가족원의 개인적 상태 7문항, 환자의 개인적 상태

7문항, 질병 등에 대한 지식 7문항, 대처능력 4문항, 기대되는 지지 4문항 등 총 29

문항으로 구성된 10점 척도의 설문지이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권희경의 연구에서는 .95이었다.

퇴원전담간호사는 주도적 rounding, 담당 의료진과의 정기적 의사소통, 환자

중심의 개별적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다학제팀 자문을 의뢰한다. 이 시기에

주보호자 대상의 돌봄 자기효능감 평가는 Caregiving self-efficacy 도구(오인옥,

김선아, 2015; Steffen et al., 2002)를 사용한다<Appendix 15>. 돌봄 자기효능감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퇴원 후 주보호자 등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2002년 Steffen 등이 개발한 도구를 2015년 오인옥과 김선아가 한국형

도구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휴식갖기,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 걱정과 사고조절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눠지고 총점 0~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으며 오인옥과 김선아의 한국형 도구에서는 .89,

권희경의 연구에서는 .92이었다.

나) 퇴원 시

퇴원 시에는 환자별 수립된 퇴원간호계획에 따라 교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퇴원

과정이 진행된다. 퇴원 후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령의 환자는 퇴원약

복용, 정기적인 채혈검사 등을 위해 가정간호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퇴원 후 자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fluid overload 관리, 퇴원약물 복용에 대한 내용, 퇴원 후 심부전

증상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퇴원

교육이 완료되면 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권희경, 2017;

Weiss & Piacentine, 2006)을 사용하여 퇴원교육의 질 평가를 시행한다<Appendix

16>. 2006년 Weiss와 Piacentine에 의해 개발된 퇴원교육 질 평가도구(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는 2017년 권희경이 개발자의 동의를 받아 번



- 59 -

역한 것으로 가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퇴원교육 내용 6문항, 교육받은 내용 6

문항, 교육자의 전달방식 12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퇴원교육의

질 평가를 위해 가족원이 받은 퇴원교육 내용 6문항과 교육자의 전달방식 12문항을

합친 총 18문항만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예정이며 각 문항은 10점 척도로 구성되

어있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이었으며 권희경의 연구에서

는 .95이었다.

다) 퇴원 후 단계(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이 단계는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Donabedian의 구조, 과정, 결과에서 결과에

해당되며 심부전환자는 퇴원 후 긍정적인 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퇴원전담간호

사는 퇴원 후 24시간 이내 전화상담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퇴원 후 일주일 이내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강과 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계획한다. 재입원 고위험지표 중 퇴원 시 Hg, Hct, BUN, Na, CRP 혈액검사 수

치가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 시 가정간호를 통한

채혈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한다. 가정간호는 환자의 적응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퇴원 후 2주까지 주 1회 방문을 시행하며 환자의 상황에 따라 방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환자는 퇴원 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가관리를 수행

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퇴원전담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활용이 가능한 개인/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관계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며 심부전 퇴원환자의 자가간호 이행도는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ur Scale (Jaarma, 2009)을 2010년 손연정 등이 번역-역번역 과정

을 거쳐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Appendix 17>. 이 도구는 심부전환자의

주증상인 호흡곤란, 발목부종, 피로, 체중측정과 체중증가 시 의료진에게 보고, 매일

2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이, 수분섭취 제한, 처방약물의 정확한 복용 등

자가간호 내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문항 당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6이었고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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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래진료

이 단계는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시기이다. 필요 시

퇴원전담간호사는 외래 전날 전화 상담을 시행하여 환자와 주보호자의 퇴원 후 적

응상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외래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과기록에 내용을

정리한다. 필요 시 외래 방문 다음날 해결되지 않은 문의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전화상담을 시행한다.

마) 퇴원간호서비스 종료

이 단계는 퇴원 후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시기로 환자

의 자가관리 지속여부를 관찰하고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심부전 퇴원환

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여부를 확인, 평가 후 30일이 경과하면 퇴원간호

서비스를 종료한다. 필요에 따라 퇴원 후 90일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으며 퇴

원 30일 이내 환자가 재입원 하는 경우 재입원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후 방지대

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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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s of the heart failure patients discharge nursing process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Achievement indicators and 
assessment tools for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1. Stages 
from 

admission 
to discharge

Assess the patient's 
health status and 
the discharge 
related needs of the 
patient & caregiver.

1. For patients hospitalized with a diagnosis of heart failure,   
   patients with high risk of readmission are selected by       
   applying the derived high risk factor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2. Conduct an overall patient evaluation including the current  
   disease status, past history, and family history.

· Self-efficacy for caregiving
3. Review and analyze the diagnostic test results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lectrocardiography, chest X-ray, echocardiography, heart  
    failure biomarkers, and vital signs)
4. Gather data through patient and primary caregiver          
    interviews.

· Acquire information necessary   
  for self-management after       
  discharge.

5. First, rounding is performed by the medical staff in the     
   inpatient ward, but abnormal symptoms and clinical signs   
   of heart failure patients are observed through leading       
   rounding by the discharge nurse.

6. Conduct regular communication with ward medic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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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s of the heart failure patients discharge nursing process (continue)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Achievement indicators and 
assessment tools for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1. Stages 
from 

admission 
to discharge

Assess the patient's 
health status and 
the discharge 
related needs of the 
patient & caregiver.

7. Imple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heart failure      
    medications and implantable devices.

· Understand and implement fluid  
  overload management and       
  discharge medication.

8. Establish a discharge nursing plan for each patient through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that reflects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9. Share the experience of managing heart failure with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management of heart failure     
  symptoms and side effects after  
  discharge.

10. Establish discharge goals for individual patients.

11. If necessary, ask for advice from a multidisciplinary team.

2. Time 
of 

discharge

Discharge 
intervention is 
provided.

12. Conduct planned discharge education/counseling for each  
    patient.

· 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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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s of the heart failure patients discharge nursing process (continue)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Achievement indicators and 
assessment tools for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3. Post
discharge 

stage

Telephone 
counseling 

& home 
visiting

Heart failure patients 
experience a positive 
adaptation process 
after discharge.

① Recognition of      
  disease progression
② Self-management
③ Behavior change in  
   daily life

13. Conduct telephone counseling within 24 hours after discharge.
·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evaluate whether  
   self-management goals set   
   before discharge have been  
   achieved.

14. Patients who are selected as high 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check the home visit of a home visiting nurses within one week     
    after discharge.
15. Patients selected as high-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are checked  
    for adaptation at home through a home visit by a home visiting     
    nurse once a week for up to two weeks after discharge.
16. For patients selected as high-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if        
     necessary, a home visit by a home nurse is performed up to 4     
     weeks after discharge.

· Monitor and manage heart    
  failure symptoms and         
  physical signs.17. Check whether the goals set before discharge are achieved.

18. Evaluate the patient's self-management.
    (low-salt diet, regular weight measurement, limit fluid overload, b    
    taking medication as prescribed, daily regular exercise for more     
    than 20 minutes,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omplications,   
    management of symptoms of heart failure)

·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Scale

19. Answer questions that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face in  
    their daily life after discharge. · Make effective use of         

  available resources in the    
  individual/community.

20. Encourage patient and primary caregivers to build partnerships with  
    available personal/communit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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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s of the heart failure patients discharge nursing process (continue)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Achievement indicators and 
assessment tools for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4. 
Outpatient 
treatment

Get expert help 
through regular 
outpatient treatment.

21. Summarize and report the adaptation status and needs of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 See regular medical           

  appointments on outpatient   
  appointment days.

22. If necessary, conduct telephone counseling on the day       
    before the outpatient reservation and the day after the      
    outpatient visit for inquiries or requirements.

5. 
Discharge 
nursing 
service 

termination

Successfully complete 
the transition to daily 
life after discharge.

23. Observe whether the patient's self-management continues.
· Patient/caregiver continues   
  self-management

24.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no signs of deterioration during  
    self-management monitoring after discharge,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is terminated 30 days after discharge and   
    linked to outpatient treatment.

· 30-day readmission rate

25. If necessary, maintain discharge nursing services for up to  
    90 days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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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타당도 검증

(델파이) 결과

1)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

재입원 고위험지표 내용타당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심장내과 전문의 2명,

간호대학 교수 2명, 심장혈관병원 병동과 외래 간호관리자 2명, 심장내과 전담간호사

1명, 심부전클리닉 전담간호사 1명, 심장내과 외래간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임상경력은 평균 14년이었으며 교수의 경우 교수경력은

평균 13년이었다. 전문가 9명의 학력은 박사 4명, 석사 4명, 학사 1명 이었으며

간호대학 교수 2명을 제외하고 심혈관병원 근무기간은 평균 11년이었다<Appendix

18>.

2)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안)과 퇴원간호과정에 대한 전

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Appendix 19, 20>.

가)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안), 기준(안), 지표(안)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직무표준(안)과 각 표준(안) 정의에 대한 1차 델파이 검증 결과 총 9개의 직무

표준 중 전문적 간호실무, 교육, 상담, 자문,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 및 근거기반실무

표준(안)의 CVI는 1.0, 협동과 리더십 표준(안)의 CVI는 0.8로 나타났다<Appendix

21-1>. 표준(안) 9개 항목의 CVI가 모두 0.78 이상으로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설문 항목으로 결정되었다. 2차 델파이 검증에서도

1차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퇴원전담간호사 직무표준(안) 9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

였다<Tabl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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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직무표준(안)에 대한 달성 정도 평가를 위한 업무 중심의 15개 퇴원전담간

호사의 직무 기준(안)을 개발하고 1차 델파이 검증을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총 8개

기준 항목의 CVI가 1.0이었으며 나머지 7개 항목도 0.8로 15개 기준 항목 모두 CVI

0.78 이상으로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설문

항목으로 결정되었다<Appendix 21-1>. 2차 델파이 검증에서는 총 12개 기준 항목

의 CVI가 1.0이었으며 나머지 3개 항목도 0.8 이상이었다. 이에 퇴원전담간호사의 직

무표준안에 대한 기준(안) 15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였다<Table 7-1>.

15개 직무 기준(안)에 대한 달성 정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42개의 지표(안)을 개발하여 델파이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Appendix

21-1>. 검증 결과 42개의 지표(안) 모두 CVI 0.78 이상이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여 지표(안) 19 ‘환자와 퇴원 후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

용을 교육한다’는 ‘환자와 퇴원 후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용

(자가관리를 위한 증상기록, 의료진에게 알려야 할 증상이나 지표 등)을 교육한다’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Table 7-1>. 2차 델파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의

CVI 0.78 이상으로 지표(안) 42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였다.

나) 퇴원간호과정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퇴원간호과정에서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퇴원 시, 퇴원 후 단계(전화상담

과 가정방문), 외래진료, 퇴원간호서비스 종료 등 시간대별 간호과정 정의에 대한 1차

델파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CVI 1.0으로 확인되어 2차 델파이 내용타당도 설문

항목으로 결정되었다<Appendix 21-2>. 나머지 세부 항목도 CVI 0.78 이상이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퇴원전담간호사의 주도적 rounding을 통해 심부전환자의

이상 증상 및 임상징후 악화 여부를 관찰한다’는 ‘1차적으로 입원병동의 담당의료진이

rounding을 시행하나 퇴원전담간호사도 주도적 rounding을 통해 심부전환자의 이상

증상 및 임상징후 악화 여부를 관찰한다’로, ‘퇴원 후 일주일 이내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시행한다’는 ‘재입원 고위험 환자로 선별된 환자는 퇴원 후 일주일 이내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시행한다’로, ‘퇴원 후 2주까지 주 1회 가정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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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에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한다’는 ‘재입원 고위험 환자로 선별

된 환자는 퇴원 후 2주까지 주 1회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에서의 적

응 여부를 확인한다’로, ‘필요 시 퇴원 후 4주까지 주 1회 가정 방문을 시행한다’는 ‘재

입원 고위험 환자로 선별된 환자는 필요 시 퇴원 후 4주까지 주 1회 가정방문을 시행

한다’로, ‘외래 예약 전날과 외래 내원 다음날 문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전화상

담을 시행한다’는 ‘필요 시 외래 예약 전날과 외래 내원 다음날 문의 사항이나 요구사

항에 대한 전화상담을 시행한다’로, 마지막으로 ‘퇴원 30일 후 퇴원간호서비스를 종료

한다’는 ‘퇴원 후 자가관리 모니터링 시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퇴원

30일 후 퇴원간호서비스를 종료하고 외래진료와 연계한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퇴원 후 90일까지 퇴원간호서비스를 유지한다’ 항목을 추가

하였다<Table 7-2>. 2차 델파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의 CVI 0.78 이상으로 개발된

퇴원간호과정 항목 모두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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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1.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Discharge nurses 
provide 
professional 
clinical practice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skills for 
hospitalized 
patients 
diagnosed with 
heart failure.

Criteria 1. 

When hospitalized for heart 
failure, high-risk patients are 
selected through screening for 
high-risk factors.

Indicator 1. The risk scor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high-risk           
              readmission index screening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heart failure.

0.8

Indicator 2. Select high-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1.0

Criteria 2. 

An individualized discharge 
nursing plan i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and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dicator 3. Nursing diagnosis is derived for actual and potential nursing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discharge. 0.8

Indicator 4.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 discharge plan in          
             consultation with the attending physician. 1.0

Indicator 5. Establish an individualized discharge nursing plan considering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0.8

Criteria 3. 

Establish a nursing plan 
necessary to achieve nursing 
goals.

Indicator 6. Set goals for discharge nursing based on nursing diagnosis. 1.0

Indicator 7. Develop a plan for expected outcomes after discharge.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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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1.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Discharge nurses 
provide 
professional 
clinical practice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skills for 
hospitalized 
patients 
diagnosed with 
heart failure.

Criteria 4. 

Perform professional nursing based 
on the established nursing plan.

Indicator 8. Conduct education on the main diagnosis of heart failure. 1.0
Indicator 9. Conduct training on how to monitor signs of heart failure and   
             manage symptoms. 1.0

Indicator 10. Conduct training on discharge medications and adherence to    
              dosing times. 1.0

Indicator 11. Conduct training on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implantable devices. 1.0

Indicator 12. Conduct education on a low-salt diet. 1.0

Indicator 13. Perform exercise training for at least 20 minutes every day. 1.0

Indicator 14. Conduct daily weight measurement training. 1.0

Criteria 5.

Evaluate nursing performance 
outcomes. 

Indicator 15. Evaluate the adequacy of discharge nursing interventions. 1.0
Indicator 16. Evaluate the degree to which the planned goals have been      
              achieved. 1.0

Indicator 17. Revise and supplement plans and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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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2. Education

Discharge nurses educate 
patients based on their 
specialized knowledge.

Criteria 6.

Educat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and systematica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ctivities

Indicator 18. Assess the educational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0.8

Indicator 19.  Educat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on necessary information.       
               (symptom records for self-management, symptoms or       
                indicators to inform medical staff, etc.)

1.0

Indicator 20.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1.0

Standard 3. Counseling

The discharge nurse 
provides counseling to 
the patient and the 
primary caregiver in 
order to identify the 
patient's needs, identify 
the problem, and solve 
the problem.

Criteria 7.

Provide management and 
counseling through optimal 
communication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Indicator 21. Provide counseling to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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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4. Advise

Discharge nurses use their 
expertise to request and 
provide advice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patients, medical staff, or 
systems when they arise.

Criteria 8.

Provide advice and, if 
necessary, refer to other 
experts for advice.

Indicator 22. Respond to advice on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of other departments or other medical institutions. 0.8

Indicator 23. If necessary, consult an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so that  
              heart failure patients can receive appropriate management  
              after discharge.

0.8

Standard 5. Collaboration

Discharge nurses work with 
health care providers to 
achieve desired outcomes 
for discharged patients.

Criteria 9.

Establish and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health care providers 
involved in the treatment 
and intervention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Indicator 24. Share information about patient discharge plans and goals  
              with hospital staff. 1.0

Indicator 25. Establish a work cooperation system with hospital medical  
              staff and the local community to carry out the practice of  
              discharge (social support).

0.8

Indicator 26.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hospital staff and   
              the community.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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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6. Ethical 
 decision making

Discharge nurses identify 
ethical issues for discharged 
patients and support patient 
rights and safety.

Criteria 10.

Uphold the rights and 
safety of patients.

Indicator 27. Provide factual information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about changes in the patient’s   
              condition, examinations, procedures, and treatment plans.

1.0

Indicator 28. Respect the participation of the family, including the patient's  
              primary caregiver. 1.0

Indicator 29. Respect the right to choose and refuse treatment and car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primary caregivers. 1.0

Standard 7. Research

Discharge nurses promot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by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that can 
continuously develop 
professional knowledge.

Criteria 11.

Conduct research 
activities. 

Indicator 30. Plan and conduct practice-oriented clinical research. 1.0

Indicator 31. Present the research results at the conference.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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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8.
 Evidence based practice

Criteria 12.

Conduct evidence-based 
practices.

Indicator 32. Confirm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n the treatment of  
             heart failure and apply them to discharge nursing. 1.0

Indicator 33. Select interventions based on the best evidence, taking   
             into account the target's goals and priorities. 1.0

Indicator 34. Put the chosen intervention into practice. 1.0

Indicator 35. Evaluate the outcome after the selected intervention is   
             put into practice. 1.0

Standard 9. Leadership

Discharge nurses exercise 
clinical leadership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terventions 
provided to discharged 
patients and the level of 
nursing practice.

Criteria 13.

Improve the quality of 
discharge patients care.

Indicator 36. Review cases of readmission within 30 days after         
             discharge of discharged patients, identify the cause of   
             the discovered problems, and derive improvement plans.

0.8

Indicator 37. Manage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discharge       
             nurse's activities. 0.8

Indicator 38.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clinical    
             treatment (practice) guidelines or protocol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discharged patients and nursing        
             intervention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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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Standard (proposed) Criteria (proposed) Indicator (proposed) CVI

Standard 9. 
Leadership

Discharge nurses 
exercise clinical 
leadership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interventions provided 
to discharged patients 
and the level of 
nursing practice.

Criteria 14.

Develop professionalism and 
continue activiti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dicator 39. Improve professionalism through personal development. 1.0

Indicator 40. Be a role model for nurses as professionals. 1.0

Indicator 41.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related to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1.0

Criteria 15.

Manage discharge nursing 
service data.

Indicator 42. Responsible for organizing and storing data generated   
            during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process. 1.0

CVI=content val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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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CVI

1. Stages 
from 

admission 
to discharge

Assess the patient's 
health status and 
the discharge 
related needs of the 
patient & caregiver.

1. For patients hospitalized with a diagnosis of heart failure,   
   patients with high risk of readmission are selected by       
   applying the derived high risk factors.

0.8

2. Conduct an overall patient evaluation including the current  
   disease status, past history, and family history. 1.0

3. Review and analyze the diagnostic test results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lectrocardiography, chest X-ray, echocardiography, heart  
    failure biomarkers, and vital signs)

1.0

4. Gather data through patient and primary caregiver          
    interviews. 1.0

5. First, rounding is performed by the medical staff in the     
   inpatient ward, but abnormal symptoms and clinical signs   
   of heart failure patients are observed through leading       
   rounding by the discharge nurse.

1.0

6. Conduct regular communication with ward medical staf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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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CVI

1. Stages 
from 

admission 
to discharge

Assess the patient's 
health status and 
the discharge 
related needs of the 
patient & caregiver.

7. Imple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heart failure      
    medications and implantable devices. 0.8

8. Establish a discharge nursing plan for each patient through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that reflects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1.0

9. Share the experience of managing heart failure with         
    patients and primary caregivers. 1.0

10. Establish discharge goals for individual patients. 1.0

11. If necessary, ask for advice from a multidisciplinary team. 0.8

2. Time 
of 

discharge

Discharge 
intervention is 
provided.

12. Conduct planned discharge education/counseling for each  
    patien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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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CVI

3. Post
discharge 

stage

Telephone 
counseling 

& Home 
visiting

Heart failure patients 
experience a positive 
adaptation process 
after discharge.

① Recognition of      
  disease progression
② Self-management
③ Behavior change in  
   daily life

13. Conduct telephone counseling within 24 hours after discharge. 0.8
14. Patients who are selected as high 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check the home visit of a home visiting nurses within one week     
    after discharge.

0.8

15. Patients selected as high-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are checked  
    for adaptation at home through a home visit by a home visiting     
    nurse once a week for up to two weeks after discharge.

0.8

16. For patients selected as high-risk patients for readmission, if        
     necessary, a home visit by a home nurse is performed up to 4     
     weeks after discharge.

0.8

17. Check whether the goals set before discharge are achieved. 1.0
18. Evaluate the patient's self-management.
    (low-salt diet, regular weight measurement, limit fluid overload, b    
    taking medication as prescribed, daily regular exercise for more     
    than 20 minutes,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omplications,   
    management of symptoms of heart failure)

1.0

19. Answer questions that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face in  
    their daily life after discharge. 1.0

20. Encourage patient and primary caregivers to build partnerships with  
    available personal/community resourc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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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Final results of the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Discharge 
Nursing Stage

Goal
Discharge Nursing Process by Stage of Discharge Nursing 

by a Discharge Nurse
CVI

4. 
Outpatient 
treatment

Get expert help 
through regular 
outpatient treatment.

21. Summarize and report the adaptation status and needs of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fter discharge. 1.0

22. If necessary, conduct telephone counseling on the day       
    before the outpatient reservation and the day after the      
    outpatient visit for inquiries or requirements.

0.8

5. 
Discharge 
nursing 
service 

termination

Successfully complete 
the transition to daily 
life after discharge.

23. Observe whether the patient's self-management continues. 1.0

24.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no signs of deterioration during  
    self-management monitoring after discharge, the discharge  
    nursing service is terminated 30 days after discharge and   
    linked to outpatient treatment.

0.8

25. If necessary, maintain discharge nursing services for up to  
    90 days after discharge. 0.8

CVI=content val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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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심부전환자를 위한 최종 퇴원간호서비스모델 확정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고위험지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

준(안)의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표준(안) 9개, 기준(안) 15개, 지표(안) 42개 모두

CVI 0.78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퇴원간호과정의 경우도 모든 항목의 CVI 0.78 이상

으로 확인되어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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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inal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for heart failure patients



- 81 -

Ⅵ. 논 의

본 연구는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효과적인 질환관리를 위하여 재입원 고위험지표를 확인하고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퇴원간호중재 내용 개발을 통하여 향후 실무 적용과

직무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9개의 직무표준/15개의 기준/42개의 지표로 구성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각 시기별 퇴원간호중재 내용을 포함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개발

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관련된 간호문제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예방과 퇴원 후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입원의 원인인 고위험지표의 파악과 예방, 관리가 체계적으

로 진행되어야한다(Lim et al., 2019).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20년 81세로 늘어났으며 전

체 인구대비 노인의 비율도 2020년 15.7%에서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건산업통계, 2020; 의학신문, 2021).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의료비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2000년 18%에서 2007년 상반기 28.5%로 증가한

것은 특히 노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의학신문, 2021). 동아시아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당뇨, 빈혈, 신기능장애와 심방세동은 재입원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Guo, Lip, & Banerjee, 2013). 본 연구에서 심부전 진단 하 입원한 환자의 70%

이상이 노인환자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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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령 또는 돌봄가족의 부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부전환자 관리의 중요성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한영란, 2019). 노인환자의 경우 인지기능의 저

하로 퇴원 교육 시 쉬운 용어의 사용, 그림·사진을 활용한 시청각 자료의 제공,

그리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신경민 등, 2016). 본 연구에서 재입원 심부전환자

의 퇴원 후 재입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14일로 퇴원 후 2주 동안 적절한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부전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일주일

이내 가정간호와 전화상담, 조기 외래 follow up을 시행한 환자들의 재입원율이

이전에 비해 8% 감소한 연구 결과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Murtaugh

et al., 2017; Wong et al., 2016). 재입원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에는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한 자가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퇴원 후 2주

동안 퇴원전담간호사의 전화상담과 가정전문간호사의 1:1 재교육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입원 심부전

환자의 퇴원 약물 개수는 평균 23개로 확인되어, 심부전환자의 치료와 증상관리

를 위한 약물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원인 중 하나인

다약물 복용은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김기연, 2001; 손연

정 등, 2011; 송효숙, 임소희, 2018;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Lloyd-Jones et al., 2010). 따라서 가정전문간호사가 퇴원 후 가정방문 시 약물의

정확한 복용 여부 확인과 재교육을 통한 추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심부

전의 주 증상인 호흡곤란은 응급실 내원의 주호소로 확인되어 퇴원 전과 퇴원

후 관리 시 예방법과 증상 관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응급실 내

원 후 퇴원한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과 3개월 동

안 매월 2회 이상 전화 기반 자가간호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 적용 시, 자가관

리 이행과 재입원 발생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가정간호를 동반한

퇴원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Collins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재입원 심부전환자의 입원 시 Hg, Hct 수치가 평균 11.4g/dL,

34.7%로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12.0g/dL, 36.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Hg 수치가 17g/dL 이상이거나 13g/dL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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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으로 인한 재입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와 Organized Program to

Initiate Lifesaving Treatment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OPTIMIZE-HF)

레지스트리 분석연구에서 입원 당시 Hg 수치가 낮을수록 재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Guo, Chan, Chou, Sung, & Cheng,

2020; Guo et al., 2013; Young et al., 2008). BUN 수치는 재입원군에서 평균

32.7mg/dL로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의 29.0g/dL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a 수치는 재입원군에서 평균 136.7mmol/L로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의 138.4mmol/L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심장협회의 Get With the Guidelines Heart Failure (GWTG-HF) Program에서

낮은 Na 수치와 높은 BUN 수치가 재입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Peterson et al., 2010). 중국에서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낮은 Hg, Na 수치와 높은 BUN 수치는 재입원의 중요

원인으로 밝혀졌다(Guo et al., 2020). 따라서 재입원 고위험 심부전환자로

선별된 경우 퇴원 후 2주까지 주 1회 가정전문간호사의 방문을 통한 주기적인

혈액검사 시행으로 심부전환자의 증상과 징후에 대한 관리를 진행, 재입원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Lim et al.에 의해 개발된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eart

failure-specific readmission은 나이, NYHA functional class, 고혈압 유무,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력, COPD 유무, 심장병증의 유무, 수축기혈압, 좌심실

박출계수, β-Blocker와 ACEI/ARB의 퇴원약 처방유무, 혈액검사 중 Na와

NT-proBNP 수치 등 총 12개 고위험 지표에 대한 점수가 지정되어있으며

총합계가 0-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입원 위험도가 높다고 정의된다

<Appendix 23>. 본 연구에서 EMR 자료 분석 결과를 Lim et al.의 도구에 적용

시 12개의 항목 중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연령(p=0.002), 이전

심부전 입원력(p<0.001), Cardiomyopathy (p=0.026), 퇴원 시 110mmHg 미만

수축기 혈압(p=0.018), ACEI/ARB 퇴원약 처방이 없는 경우(p=0.021),

Na<135mmol/L (p<0.001), Brain Natrouretic Protein (BNP)≧700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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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roBNP≧8,000pg/mL (p=0.004) 등 총 7가지였다. Total score는 재입원군의

경우 평균 12.6점이었으며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은 10.6점으로 재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추후 지속적인 연구 진행을

통해 Lim et al.에 의해 개발된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eart

failure-specific readmission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면 EMR 시스템에

적용하여 고위험지표 함수로의 활용, 표준화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에 적용하여

퇴원전담간호사를 통한 효과적인 질환관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퇴원간호과정 규명

본 연구에서 심부전환자의 퇴원을 담당하는 퇴원전담간호사는 전문적 간호

실무, 교육, 상담, 자문,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 협동, 근거기반 실무, 리더십

등이 복합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는 심부전환자의

입원과 동시에 시작된다.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

지표를 바탕으로 재입원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퇴원

시, 퇴원 후 단계(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외래진료, 퇴원간호서비스 종료 등

시간대별 총 5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마다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한 사정, 진단,

수행, 평가로 구성된 퇴원간호과정을 거쳐 최종 심부전 퇴원환자의 퇴원 후

자가관리 유지와 30일 이내 재입원 여부 확인으로 구성된다. 국외에서는

discharge nurse, case manager, discharge coordinator 등 다양한 용어로

퇴원과정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존재하여 심부전환자의 입원 시부터 퇴원 이후

적응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퇴원간호는 특정

인력이 담당하지 않고 퇴원당일 담당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퇴원교육에 대한 간호사의 준비와 불충분한 관련 지식 등 표준화된

퇴원간호과정의 부재는 부적절한 퇴원 후 관리로 연결되어 재입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Simmonds et al., 2015).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환자 교육은 재입원 예방과 증상 모니터링, 약물복용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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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식이 등 자가관리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Pressler, 2011; Simmonds

et al., 2015). 따라서 심부전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주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질병의 퇴원 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질병의 만성화와 퇴원 후 자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자 개인별 맞춤 형식의 퇴원간호와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하게 되어 전반적인 퇴원간호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은 국내 전문간호사의 업무활동과

함께 2019년 이주리가 제시한 근거기반실무와 윤리적 의사결정 영역을 모두

포함한 신속대응팀 간호사 직무표준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근 3년 동안 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심부전환자 총

1,857명 중 외래에서 시행된 심부전상담은 총 90명으로 확인되었다. 심부전상담

교육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시행될 수 있다.

상담내용은 신장, 체중, Body mass index (BMI), 현재 복용중인 약물, NYHA

class, 최근 6개월 이내 심부전 증상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또는 재입원 유무,

호흡곤란 증상 유무, 음주력, 흡연력, 식습관, 주진단명 인지여부, 심부전 증상

관리 방법, 복용약물 인지여부, 약물복용 준수여부, 저염식이 실천, 매일 20분

이상 운동과 매일 체중측정 등 자가관리로 구성되어있다. 심부전환자의

자가관리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 심부전 교육은 자가관리 행위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주도 교육은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감소에 효과적이었다(Boyde et al., 2018; Rice, Saya, & Betihavas, 2018; Ryou,

Kang, & Jang, 2021). 심부전상담 교육이 확대되지 못한 원인은 교육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외래에서는 심부전 코디네이터가 주치의의

처방에 의해 심부전상담 교육을 진행하지만 외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교육이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퇴원

전에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해 심부전상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퇴원 후 실제 심부전상담 교육을 받는 시기는 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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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결과 최소 6일부터 최대 1,088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재입원

환자군은 퇴원 후 평균 140일, 재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군도 평균 110일 이후에

교육이 이루어졌다. 심부전상담 교육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육은 외래가

아닌 퇴원 전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퇴원 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퇴원 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한 재교육과

평가로 연결하여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병원의 평균재원일수와 간호사 배치수준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평균재원일수의 감소는 환자 중증도, 간호요구량,

간호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현, 이지윤, 홍경진, 허익수, 2020).

평균 재원일수가 짧거나 중간 정도인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높은 간호

요구량 해결을 위해 업무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업무요구도가 높을

수록 소진, 직무만족도 저하, 이직의도가 증가하였다(Cho et al., 2014).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과 기준,

지표를 바탕으로 퇴원간호과정을 진행한다면 심부전환자의 퇴원과정에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심부전환자의 예후 향상, 심부전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효율적 업무분담을 통한 효과적 간호업무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의

적용과 확대

     심부전은 질환 자체가 복잡한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뇨(34.8%)와

신질환(33.3%) 등 동반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Guo et al., 2013). 평균 수명의 연장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이 정책의 목적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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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에서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재택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인구고령화 대비,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유도, 재택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 제공을 통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지출

감소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9). 현재 소아중증환자 재택, 가정용

호흡기환자 재택, 당뇨환자 재택, 복막투석환자 재택에 이어 2020년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

의 질환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상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3개월 예정으로 의사나 간

호사 등 의료인에 의한 심장질환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상담,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으로 구성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20). 이 중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

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기기사용법·자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상담·교

육 제공 시 교육상담료 24,810원 산정(횟수당 30분 이상,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 또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1회 이상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환자상태 확인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 시 환자관리료 26,610원 산정이 가능

하다(보건복지부, 2020). 본 연구에서 개발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퇴원전담간

호사에 의해 심부전환자의 입원 시부터 퇴원 후까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며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

어있다. 기존의 퇴원간호가 퇴원당일 환자의 담당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 의해

진행되어 치료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은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해 입원 시부터 퇴원 후 30일, 길게는 90일까지 연속된

관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간호사가 시행하는 교육, 상담, 지속관리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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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 back 등 수가 책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심장질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병원에서는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한 관리,

퇴원 이후 가정에서는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한 관리를 통해 연속된 치료계획에

따라 양질의 환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4. 의료 빅데이터 활용: EMR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입원

고위험지표 활용과 평가도구의 적용

미국에서는 예방 가능한 재입원으로 약 250억 달러가 소모되어 EMR과

Information Technology (IT)를 접목한 재입원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심부전환자의 재입원을 예측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Bardhan, Oh,

Zheng, & Kirksey, 2015). Bardhan 등의 연구에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원내원 사유, 보험종류, 그리고 병원의 종류에

따라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IT 시스템을 통해 재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Bardhan et al., 2015). 의료정보시스템의 진료정보, 검사

장비와 연동된 결과자료 등 의료 빅데이터는 통합과 분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료정보를 생성한다(강희정, 2016; 최준영, 2015). EMR을 기반으로 구축된 의료

빅데이터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보생성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

창출은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강희정, 2016; 최준영, 2015).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입원 고위험지표는 환자 입원 시 EMR 내용이 자동 적용, 분석되어

재입원 고위험 심부전환자로 분류되고 이를 바탕으로 퇴원전담간호사에 의해

표준화된 퇴원간호과정 적용과 퇴원 후 가정전문간호사의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질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9년 Lim et al.이 개발한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eart failure-specific readmission 도구처럼

고위험 지표 해당 항목이 점수화되어 총점으로 재입원 고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형태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퇴원간호과정에서 각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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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주 보호자의 달성지표와 평가도구도 EMR 시스템에 반영된다면 추후

평가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EMR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강희정, 2016; 최준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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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구의 의의

1. 간호지식과 교육

본 연구는 Donabedian의 구조-과정-결과 접근법을 기반으로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심부전환자는 질환 특성에 맞는 퇴원 후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받게 되며

이는 심부전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퇴원 간호지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심부전환자의 질병 특성과 회복, 건강 유지에 대한 연속성 있는 관리와 긍정적

결과는 간호지식과 표준화된 퇴원간호 교육으로의 활용과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파악과 더불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퇴원간호과정 역시 심부전환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친다면 퇴원간호중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간호실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재입원 심부전환자의 고위험지표,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 그리고 퇴원간호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헌고찰을

통한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분석과 내용타당도 검증,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개발된

직무표준은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이후 효율적인 직무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헌고찰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분석·개발된 퇴원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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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퇴원전담간호사가 효율적인 퇴원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심부전환자에게 퇴원 후 필요한 지식을

다학제간 접근을 통하여 제공하고 질병 관리와 건강행위 증진으로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하여 환자의 만족도 상승과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 진행 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업무 진행으로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타 질환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간호실무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정책

본 연구에서 심부전환자를 위해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 후 그 효과가 확인되면 전체 질환별 환자 대상으로 표준화된 퇴원간호서비스

모델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재택관리 시범

사업은 가정에서 지속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교육·상담과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보건복지부, 2020). 본 연구에서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만성 질환자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라는 현 보건복지부의 재택관리

시범사업 정책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통해 퇴원관리를 받은 환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연속된 치료계획에 따른 지속적

관리와 피드백을 포함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가관리,

삶의 질 향상, 재입원 예방과 의료비 지출 경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퇴원간호교육과 상담에 대한 적절한 수가 책정으로

연결되어 추후 간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92 -

Ⅷ.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재입원율이 높은 심부전환자의 퇴원 후 관리와 재입원 예방 등 효

율적 관리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과 임상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론

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는 최근 3년간 일

상급종합병원에 심부전 진단 하 입원 후 퇴원한 환자의 EMR 자료 분석을 통하

여 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나이, 입원 시 최초 체중, 입원기간 동안 체

중변화, 입원 이전 6개월 동안의 입원과 응급실 내원 여부, 맥박수, 퇴원약의 개

수, 입원 시 Hg/Hct/BUN/Na 수치, 퇴원 시 Hg/Hct/BUN/Na/CRP 수치, 응급실

내원 시 주진단명, ACEI/ARB 약물의 퇴원약 처방 등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환자의 퇴원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국·내외 퇴원전담

간호사 운영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표준(안)을 개발한 후 델파이 기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업무는 9개 핵심역량에 따른 28개의 업무활동으로 규명되었다.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안)은 규명된 업무를 중심으로 9개의 표준(안), 15개

의 기준(안), 42개의 지표(안)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직무표준(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기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심부전환자의 퇴원간호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입원 시부터 퇴원

후 30일까지 심부전환자에게 필요한 퇴원간호중재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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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퇴원간호과정은 시기별로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퇴원 시, 퇴원 후 단계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외래진료 및 퇴원간호서비스 종료의 총 5단계로 분류되며 총

25개 항목의 퇴원간호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퇴원간호과정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집단의 델파이 기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부전환자를 위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은 재입원 고위험지표와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표준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퇴원간호과정을 거쳐 심부전환

자의 자가간호행위 이행도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이라는 결과를 평가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의료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재입원은 중요한 지표이며 동시에 환자

진료의 결과이자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

개발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추후 퇴원전담간호사의 직무기술, 업무

지침서 작성 및 평가, 퇴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간호수가 책정 등 정

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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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일 상급종합병원에 심부전 진단 하 입원 후 퇴원한 환자의 EMR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

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심부전환자의 자료를 바

탕으로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병원의 정책과 함께 시스템 구

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원전담간호사 인력지원, 재입원 고위험지표의 EMR 자

동분석 시스템 개선, 그리고 서비스모델의 지속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공식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부전환자를 위

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개발로 진행되었으나 병원의 정책이 결정되면 타 질환

으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위험 재입원군으로 분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 후 가정간호 연

계를 통한 관리는 현재 가정간호가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가정간호가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연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퇴원 시 가정

간호를 시행하는 1, 2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연계

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그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연

구를 통하여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을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의 자가간호행

위 이행도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등 결과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후속연구

를 통하여 개발된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내용 수정과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간호전문직과 간호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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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Search terms through searching in English

Categories PubMed Cochrane library NICE

heart failure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heart failure"[MeSH Terms] AND ("risk 
factors"[MeSH Terms] OR ("risk"[All Fields] 
AND "factors"[All Fields]) OR "risk factors"[All 
Fields] AND "readmission"[All Fields]

‘heart failure’, OR 

‘readmission’ OR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OR 

‘heart failure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heart failure’OR 

‘readmission’ OR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OR 

‘heart failure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role of 
discharge nurses &
discharge nursing 
process

"role"[MeSH Terms] AND ("discharges"[All Fields] 
OR "discharging"[All Fields] OR "patient 
discharge"[MeSH Terms] AND "nurses"[MeSH 
Terms] 

 "patient discharge"[MeSH Terms] AND “nursing 
process"[MeSH Terms] OR "case 
management"[MeSH Terms] 

‘discharge nursing’ OR 
‘case management’ 
OR 

‘discharge case 
management’ OR

‘discharge 
coordinator’OR 
‘discharge nursing 
process’

‘discharge nursing’ 
OR

‘case management’ 
OR 

‘discharge case 
management’ OR

‘discharge 
coordinator’OR 
‘discharge nursing 
process’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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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Search terms through searching in Korean

국회도서관 RISS Google scholar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 고위험지표

심부전 OR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 요소

심부전 OR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 요소

심부전 OR

심부전환자의 

재입원 고위험 요소

퇴원전담간호사의 역할과 
퇴원간호과정

퇴원간호중재 OR

퇴원전담간호사 OR 

퇴원코디네이터 OR

퇴원간호과정

퇴원간호중재 OR

퇴원전담간호사 OR 

퇴원코디네이터OR

퇴원간호과정

퇴원간호중재 OR

퇴원전담간호사 OR 

퇴원코디네이터OR

퇴원간호과정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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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arch results about heart failure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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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PRISMA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arch results about       

                role of discharge nurses and discharge nur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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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eart failure pati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High risk factors Literature

Author (years) Kang (2015) Jeong 
(2015)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Lim et al. 
(2019)

Watson et 
al.(2011)

Pierre-Louis 
et al. (2016)

Zaya et al. 
(2012)

Age(years) √ √ √ √ √ √
Gender √ √ √ √ √
BMI √ √
Race √ √ √ √
Insurance √
Length of stay √ √ √
Prior 6 months admission  √ √
Comorbidity √ √
  DM √ √ √ √
  Hypertension √ √ √
  COPD √ √ √
  Renal failure √ √ √
  Ischemic disease √ √
  Idiopathic cardiomyopathy √

BMI=body mass index; DM=diabetes mellitus;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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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eart failure pati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continue)

High risk factors Literature

Author (years) Kang (2015) Jeong (2015) Bui et al. 
(2011)

Chamberlain 
et al. (2018)

Lim et al. 
(2019)

Watson et al. 
(2011)

Pierre-Louis 
et al. (2016)

Zaya et al. 
(2012)

SBP at discharge   √ √
Heart rate at discharge √
NYHA functional class √
LVEF √ √ √ √ √
Polypharmacy √
ACEI/ARB at discharge √ √
β-Blocker at discharge √
Biochemical test

  BNP or NT-proBNP √ √ √ √ √
  Na √ √
  Creatinine √ √
  Hemoglobin √
Duration of follow-up  √
Depression √ √ √
Anxiety √

SBP=systolic blood pressure;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ACEI=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 BNP=brain natriuretic peptide; NT-proBNP=N-terminal prohormone of brain natriuretic peptide; Na=nat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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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The result of comorbidities between study groups  (N=1,857)

 HF=heart failure.

Diagnosis
N=1,857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Yes 
(n=267)

n(%)

 No 
(n=1,590)  

  n(%)

Diabetes mellitus 646(34.8) 143(53.6) 503(31.6) 0.427 0.514

Renal failure
618(33.3) 156(58.4) 462(29.0) 1.901 0.168

Coronary artery 

disease 537(28.9) 122(45.7) 415(26.1) 0.029 0.865

Ischemic 

cardiomyopathy
167(9.0) 42(15.7) 126(7.9) 0.261 0.609

Cancer 152(8.2) 44(16.5) 108(6.8) 2.761 0.097

Asthma 100(5.4) 23(8.6) 77(4.8) 0.000 1.000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99(5.3) 26(9.7) 73(4.6) 0.411 0.522

Liver disease 93(5.0) 19(7.1) 74(4.7) 0.244 0.621

Neurovascular disease 79(4.3) 19(7.1) 60(3.8) 0.005 0.944

Gastrointestinal disease 78(4.2) 11(4.1) 67(4.2) 3.145 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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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1> Differences of biochemical test in admission     (N=1,857)

Charac-
teristics  Categories

 30-day HF readmission       

t p-value  Yes (n=267)
M±SD 

No (n=1,590)
M±SD 

 Biochemical 

test in 

admission

Hg (g/dL) 11.4±2.3 12.0±2.5 3.869 <0.001

Hct (%) 34.7±6.7 36.5±7.1 3.649 <0.001

CK (IU/L) 179.7±511.4 159.9±335.8 -0.679 0.497

CK-MB (ng/mL) 5.5±12.3 5.3±18.4 -0.112 0.911

LD (IU/L) 340.4±215.3 373.8±428.8 0.751 0.453

Troponin-T 
(pg/mL) 130.4±634.6 134.9±614.6 0.095 0.924

NT-proBNP 
(pg/mL) 9451.7±10540.9 8022.8±11052.5 -1.759 0.079

AST (IU/L) 43.1±78.7 57.9±250.0 0.919 0.358

BUN (mg/dL) 32.7±18.8 29.0±18.0 -3.031 0.002

Creatinine (mg/dL) 1.6±1.1 1.6±1.6 -0.213 0.831

HDL-cholesterol 
(mg/dL)

37.7±15.2 39.2±12.6 1.164 0.245

LDL-cholesterol 
(mg/dL)

78.1±35.1 81.3±34.4 0.924 0.356

CRP(mg/L) 22.1±32.3 22.7±40.7 0.197 0.844

Homocysteine 
(μmol/L) 11.3±4.4 14.0±9.5 1.009 0.316

Cystatin C (mg/L) 2.0±1.0 2.07±1.3 0.711 0.478

Na (mmol/L) 136.7±6.1 138.4±4.8 4.074 <0.001

PT (sec) 15.7±7.6 15.9±10.5 0.269 0.788

PT (INR) 1.4±0.7 1.4±0.9 0.286 0.775

aPTT (sec) 34.0±7.5 34.4±9.5 0.585 0.559

     HF=heart failure; Hg=hemoglobin; Hct=hematocrit; CK=creatine kinase; CK-MB=creatine 

kinase MB fraction; LD=lactate dehydrogenase; NT-proBNP=N-terminal prohormone of brain 

natriuretic peptid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BUN=blood urea nitrogen; HDL=high 

density lipoprotein; LDL=low density lipoprotein; CRP=c-reactive protein; Na=natrium; PT= 

prothrombin time;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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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2> Differences of biochemical test in discharge      (N=1,857)

Charac-
teristics

 Categories
 30-day HF readmission       

t p-value  Yes (n=267)
M±SD 

No (n=1,590)
M±SD 

 Biochemical 

test in 

discharge

Hg (g/dL) 11.0±1.9 11.5±2.3 3.811 <0.001

Hct (%) 33.6±5.7 34.9±6.8 3.310 <0.001

CK (IU/L) 123.4±232.1 130.1±249.4 0.340 0.734

CK-MB (ng/mL) 4.1±8.8 4.6±16.3 0.439 0.660

LD (IU/L) 335.0±209.7 373.9±460.2 0.817 0.414

Troponin-T 
(pg/mL) 128.6±375.9 140.4±585.4 0.273 0.785

NT-proBNP 
(pg/mL) 8093.1±9559.4 6976.5±298.5 -1.410 0.159

AST (IU/L) 37.9±121.8 58.0±321.9 0.971 0.332

BUN (mg/dL) 28.8±15.8 26.5±16.2 -2.045 0.041

Creatinine 
(mg/dL) 1.6±1.2 1.5±1.5 -0.605 0.545

HDL-cholesterol 
(mg/dL)

38.2±15.1 39.3±12.9 0.888 0.375

LDL-cholesterol 
(mg/dL)

77.9±34.6 81.1±34.3 0.918 0.359

CRP(mg/L) 15.1±21.4 18.8±37.5 2.032 0.043

Homocysteine 
(μmol/L) 9.5±5.2 12.8±10.1 1.167 0.247

Cystatin C 
(mg/L) 1.9±0.9 2.1±1.3 1.799 0.074

Na (mmol/L) 137.7±4.7 139.2±4.3 4.769 <0.001

PT (sec) 14.3±4.6 14.6±6.2 0.646 0.518

PT (INR) 1.3±0.4 1.3±0.7 0.694 0.488

aPTT (sec) 35.4±13.7 37.1±15.0 344.807 0.075

     HF=heart failure; Hg=hemoglobin; Hct=hematocrit; CK=creatine kinase; CK-MB=creatine 

kinase MB fraction; LD=lactate dehydrogenase; NT-proBNP=N-terminal prohormone of brain 

natriuretic peptid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BUN=blood urea nitrogen; HDL=high 

density lipoprotein; LDL=low density lipoprotein; CRP=c-reactive protein; Na=natrium; PT= 

prothrombin time;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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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Ranks of operation                                    (N=249)

     HF=heart failure; OPCAB=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PTA=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graphy/angioplasty.

Name of operation
N=249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

Yes(n=34)
n(%)

 No(n=215)  
    n(%)

Heart transplantation 25(10.0) 2(5.9) 23(10.7) 85.998 0.857

Transplantation of heart 12(4.8) 2(5.9) 10(4.7)

Cystoscopy 10(4.0) 2(5.9) 8(3.7)

Aortic valve replacement 9(3.6) 1(2.9) 8(3.7)

Cardiac biopsy 8(3.2) 1(2.9) 7(3.3)

TA(tricuspid annuloplasty) 8(3.2) 2(5.9) 6(2.8)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7(2.8) 0(0.0) 7(3.3)

Mitral valve replacement 7(2.8) 1(2.9) 6(2.8)

OPCAB 3 graft 7(2.8) 1(2.9) 6(2.8)

PTA of other artery 6(2.4) 1(2.9)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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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Ranks of intervention                               (N=1,072)

    HF=heart failure; IPD=idiopathic parkinson disease.

Name of intervention
N=1,072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
Yes(n=169) 

n(%)
No(n=903)  

  n(%)

Coronary angiography 437(40.8) 73(43.2) 364(40.3) 43.456 0.732

Peripheral insertion 

central catheter 
116(10.8) 15(8.9) 101(11.2)

Pacemaker procedure 114(10.6) 19(11.2) 95(10.5)

Pleural effusion drainage 99(9.2) 18(10.7) 81(9.0)

Perm catheter insertion 62(5.8) 9(5.3) 53(5.9)

Implantable defibrillator 

procedure
40(3.7) 4(2.4) 36(4.0)

Cardiac  

electrophysiology test
31(2.9) 2(1.2) 29(3.2)

Catheter change 25(2.3) 8(4.7) 17(1.9)

Pacemaker 

implantation/exchange 

intervention

10(0.9) 1(0.6) 9(1.0)

Coronary angiography

(IPD)
9(0.8) 1(0.6)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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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9> Ranks of diagnosis each visiting ER               (N=1,873) 

ER=emergency room; HF=heart failure.

Diagnosis
N=1,873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Yes 
(n=398)    
n (%)

 No 
(n=1,475)  

n (%)

Dyspnea 117 (6.2) 37(9.3) 80(5.4) 503.770 <0.001

Fever with chills 94 (5.0) 9(2.3) 85(5.8)

Heart failure 83 (4.4) 20(5.0) 63(4.3)

Acute pulmonary 

edema
66 (3.5) 22(5.5) 44(3.0)

Abdominal pain 62 (3.3) 23(5.8) 39(2.6)

Chest pain 56 (3.0) 14(3.5) 42(2.8)

Pneumonia 51 (2.7) 6(1.5) 45(3.1)

End stage renal 

disease 

(Hemodialysis)

35 (1.9) 1(0.3) 34(2.3)

Chest discomfort 34 (1.8) 17(4.3) 17(1.2)

General weakness 32 (1.7) 9(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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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0> Ranks of chief complaints each visiting ER         (N=1,873)

 

ER=emergency room; HF=heart failure.

Chief complaint
N=1,873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Yes 

(n=398)   
 n (%)

 No 
(n=1,475)  

n (%)

Dyspnea 372 (19.9) 109(27.4) 263(17.8) 289.139 0.031

Dizziness 85 (4.5) 15(3.8) 70(4.7)

Abdominal pain 75 (4.0) 15(3.8) 60(4.1)

General weakness 64 (3.4) 18((4.5) 46(3.1)

Chest pain 60 (3.2) 19(4.8) 41(2.8)

Chest discomfort 59 (3.2) 19(4.8) 40(2.7)

Fever 47 (2.5) 6(1.5) 41(2.8)

Cough 42 (2.2) 7(1.8) 35(2.4)

Back pain 40 (2.1) 7(1.8) 33(2.2)

Headache 38 (2.0) 6(1.5)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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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Medication at discharge                          (N=53,046)

HF=heart failure.

Medication
N=53,046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
Yes(n=13,659)  

  n(%)
No(n=39,387) 

n(%)

Furosemide [40 mg/T] 2,686(5.1) 712(5.2) 1974(5.0) 565.690 <0.001

Spironolactone [25 mg/T] 2,331(4.0) 543(4.0) 1788(4.5)

Ferrous sulfate dried

[256 mg/T]
1,066(1.8) 250(1.8) 816(2.1)

Isosorbide dinitrate

[40 mg/T]
817(1.4) 234(1.7) 583(1.5)

Nicorandil [5 mg/T] 815(1.4) 160(1.2) 655(1.7)

Aspirin [100mg] 763(1.3) 191(1.4) 572(1.5)

Bisoprolol fumarate

[2.5 mg/T]
704(1.2) 175(1.3) 529(1.3)

Torsemide [5 mg/T] 685(1.2) 173(1.3) 512(1.3)

Clopidogrel bisulfate 

[75mg]
601(1.0) 167(1.2) 434(1.1)

Cefpodoxime proxetil 

[100mg]
578(1.0) 141(1.0) 437(1.1)

Rosuvastatin  Ca

[10 mg/T]
565(1.0) 144(1.1) 421(1.1)

Rebamipide [100mg] 543(0.9) 131(1.0) 412(1.0)

Carvedilol [3.125 mg/T] 528(0.9) 87(0.6) 441(1.1)

Warfarin Na [2mg] 522(0.9) 143(1.0) 379(1.0)

Trimetazidine HCl [35mg] 512(0.9) 108(0.8) 404(1.0)

Aspirin [100 mg/C] 495(0.8) 106(0.8) 389(1.0)

Digoxin [0.25mg] 480(0.8) 123(0.9) 357(0.9)

Hydrocortisone [10 mg/T] 458(0.8) 149(1.1) 309(0.8)

Apixaban [2.5mg] 452(0.8) 125(0.9) 327(0.8)

Valsartan [80mg] 445(0.8) 106(0.8) 339(0.9)

Sacubitril valsartan sodium 

hydrate [50 mg/T]
445(0.8) 119(0.9) 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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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2> The association between heart failure medication at           

                discharge                                           (N=1,728)

HF=heart failure.

Medication
N=1,728

n (%)

 30-day HF readmission  
                

χ² p-value
Yes(n=252)  

  n(%)
No(n=1,476) 

n(%)

Diuretics 1,459(84.4) 221(87.7) 1,238(83.9) 2.112 0.146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543(31.4) 95(37.7) 448(30.4) 5.055 0.025

β-blocker 1,069(61.9) 157(62.3) 912(61.9) 0.007 0.932

Aldosterone  

antagonist
1,286(74.4) 192(76.2) 1,094(74.1) 0.38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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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3> The analysis of heart failure counseling documents  (N=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30-day HF readmission       

    t or χ² p-value  
Yes (n=17)

n (%), M±SD
No (n=73)

n (%), M±SD

SEX Male 11(64.7) 55(75.3) 0.798 0.372

Female 6(35.3) 18(24.7)

Age (years) 68.2±13.2 63.8±13.9 -1.199 0.234

Body weight (kg) 60.3±12.1 67.5±12.4 2.150 0.034

Hight (cm) 162.1±11.2 164.6±15.0 0.642 0.522

BMI (kg/㎡) 23.0±4.6 26.3±17.1 0.791 0.431

Living with Alone 4(23.5) 15(20.5) 0.750a

With family 13(76.5) 58(79.5)

Number of 
education 1 13(76.5) 42(57.5) 2.360 0.307

2 3(17.6) 18(24.7)

Over 3 1(5.9) 13(17.8)

INTERMACS 
score

3 0(0.0) 2(2.7) 1.391 0.708

6 0(0.0) 1(1.4)

Not applicable 17(100.0) 70(95.9)

NYHA class Ⅰ 3(10.0) 6(8.2) 7.896 0.048

Ⅱ 11(64.7) 63(86.3)

Ⅲ 3(17.6) 4(5.5)

Ⅳ 0(0.0) 0(0.0)

Diet Normal 13(76.5) 41(56.2) 5.995 0.050

Low-sodium 4(23.5) 12(16.4)

High-sodium 0(0.0) 20(27.4)

Keep taking 
medication Generally 4(23.5) 13(17.8) 0.731a

Always 13(76.5) 60(82.2)

Exercise No 2(11.8) 26(35.6) 0.080a

Over 20 
minutes 15(88.2) 47(64.4)

Drinking history No 5(29.4) 5(29.4) 1.654 0.198

Yes 12(70.6) 12(70.6)

Smoking history No 6(35.3) 6(35.3) 1.813 0.178

Yes 11(64.7)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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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3> The analysis of heart failure counseling documents            

               (continue)                                            (N=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30-day HF readmission       

    t or χ² p-value  
Yes (n=17) n (%), 

Median(range)
No (n=73) n (%), 

Median(range)

Drinking history No 5(29.4) 34(46.6) 1.654 0.198

Yes 12(70.6) 39(53.4)

Smoking history No 6(35.3) 39(53.4) 1.813 0.178

Yes 11(64.7) 34(46.6)

Caregiver No 6(35.3) 37(50.7) 1.309 0.253

Yes 11(64.7) 36(49.3)

Knowing disease No 3(17.6) 21(28.8) 1.000a

Yes 14(82.4) 52(71.2)

Symptom 
management

No 11(64.7) 46(63.0) 0.017 0.896

Yes 6(35.3) 27(37.0)

Knowledge 
about medication

No 3(17.6) 21(28.8) 0.544a

Yes 14(82.4) 52(71.2)

Measure body 
weight

No 2(11.8) 16(21.9) 0.507a

Yes 15(88.2) 57(78.1)

Recent 
admission or 
ER visit within 
6 months

0 7(41.2) 43(58.9) 2.532 0.470

1 6(35.3) 22(30.1)

2 3(17.6) 6(8.2)

Over 3 1(5.9) 2(2.7)

Recent dyspnea 
within 2 weeks

No 7(40.0) 29(39.7) 0.012 0.912

Yes 10(60.0) 44(60.3)

Time taken from 
discharge to 
heart failure 
counseling (day)

140(973) 110(1,261) -0.220 0.826

a Fisher exact test.

HF=heart failure; BMI=body mass index; kg=kilogram; INTERMACS=interagency registry for 

mechanically assisted circulatory support;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ER=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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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4> 퇴원준비도 측정도구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Family member

아래 설문지는 심부전환자와 보호자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의 내

용을 읽고 본인이 시행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척도

1a
당신이 보기에 환자는 집으로 갈 신체적인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1b
당신은 신체적으로 집에서 환자를 돌볼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2a
당신이 보기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2b 당신이 오늘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3a
당신이 보기에 오늘 환자가 느끼는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3b 당신이 오늘 느끼는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4a
당신이 보기에 오늘 환자가 느끼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4b 당신이 오늘 느끼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5a
당신이 보기에 오늘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5b 당신이 오늘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6a
당신이 보기에 오늘 환자는 감정적으로 퇴원할 준비
가 되어있습니까?

6b
당신은 오늘 감정적으로 퇴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7a
당신이 보기에 오늘 환자는 스스로를 돌볼 신체적 능
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생관리, 걷기, 용변)

7b
당신은 오늘 환자를 돌볼 신체적 능력이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생관리, 걷기, 용변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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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원 후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9
퇴원 후 환자의 개인적 요구(예: 위생관리, 목욕, 
용변, 식사, 놀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0
퇴원 후 환자의 의료적 요구(예: 치료, 약물복용)을 
돌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1
퇴원 후 주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2
만일 퇴원 후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은 
언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3
퇴원 후 제한사항(환자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4
퇴원 후 환자의 추후 치료계획 중 다음에 발생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5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당신과 환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6 당신은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7 당신은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예: 위생관리, 목욕, 
용변, 식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8
환자의 의학적 치료(예: 수술부위 관리, 호흡기 치료, 
운동, 재활관리, 또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물 복용하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9 퇴원 후 당신은 얼마나 감정적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까?

20 퇴원 후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까?

21 퇴원 후 집안일(예: 요리, 청소, 쇼핑, 육아)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2 퇴원 후 환자의 의학적 치료요구(치료, 투약)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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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5> 돌봄 자기효능감 Caregiving self-efficacy

아래 설문지는 귀하가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자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당신이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을 때, 하루 정도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환자를 부탁할(맡길) 자신이 있나요?

2
당신이 볼일이 있을 때 하루 정도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환
자를 부탁할(맡길) 자신이 있나요?

3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당신이 필요한 용무(볼일, 심부름)을 
부탁할 자신이 있나요?

4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루 정도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환자를 부탁할(맡길) 자신이 있나요?

5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일주일 정도 친구나 다
른 가족에게 환자를 부탁할(맡길) 자신이 있나요?

6
환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흥분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7
환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하여 당신이 화가 날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자신이 있나요?

8
환자가 당신에게 불평을 할 때 논쟁하지 않고 반응(대응) 할 
자신이 있나요?

9
환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4번 정도 반복할 때 당신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응할 자신이 있나요?

10
환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당신을 4번 정도 방해한
다면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응할 자신이 있나요?

11
환자를 돌보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할(다
스릴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12
당신이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통제할(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13
환자가 아프고 난 후부터 당신의 좋았던 생활을 많이 잃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이를 통제할(다스릴) 자신이 있나요? 

14
당신이 환자로 인해 중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놓쳤다는 생각
을 통제할(다스릴) 자신이 있나요? 

15
환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통제할(다스릴) 자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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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6> 퇴원교육 질 평가도구 

                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

아래 설문지는 귀하가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퇴원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

는 내용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척도

1
퇴원 후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
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2
퇴원 후 당신과 환자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
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3
퇴원 후 환자의 의료적 요구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4
퇴원 전에 환자의 의료적 치료나 약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실습을 받았습니까?

5
만일 퇴원 후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
마나 받았습니까?

6
다른 가족들은 퇴원 후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정
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7
간호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당신의 특별한 걱정과 질
문에 대해 얼마나 답변이 되었습니까?

8 간호사는 당신의 걱정을 얼마나 들어주었습니까?

9
간호사는 당신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에 민감했습니
까?

10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간호사가 가르쳤
던 방법이 좋았습니까?

11
환자 돌봄에 대해 간호사가 제공한 정보는 당신이 이
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까?

12
간호사는 당신이 정보와 설명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까?

13
간호사, 의사, 다른 의료 종사자로부터 일관된(동일
한) 정보를 받았습니까?

14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가 당신이 편한 시간에 
제공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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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른 가족이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을 
때, 간호사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16
간호사는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까?

17
응급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얼마나 자신 할 수 있습니까?

18
간호사에게 받은 환자 돌봄에 필요한 정보가 당신의 
퇴원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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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7> 심부전환자의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 측정도구

                European Heart failure self-care behavior scale

아래 설문지는 심부전환자의 퇴원 후 자가간호 행위 이행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읽고 본인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

랍니다.

번호 자가간호 행위 내용

전혀
시행
하지 
않는
다.

시행
하지
않는
편이
다.

가끔
시행
한다.

자주
시행
한다.

항상
시행
한다.

1 나는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다.

2
나는 수분 섭취(물, 음료수, 커피, 국 등)를   
제한한다(하루에 1.5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
지 않는다.). 

3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4
만약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

5
만약 발이나 다리가 평소보다 더 부으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

6
만약 체중이 일주일에 2kg 이상 증가하면 나
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할 것이다.

7
만약 피로감이 증가하면 나는 의사나 간호사
에게 문의할 것이다.

8 나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저염식이를 한다).

9 나는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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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elphi expert group     (N=9)

Min=minimum; Max=maximum.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or n(%)
Min-Max

Age (year) 42.6±5.2 35-49

Gender Male 2 (22.2)

Female 7 (87.8)

Education Bachelor 1 (11.2)

Master 4 (44.4)

Doctor 4 (44.4)

Work position Cardiologist 2 (22.2)

Professor of Nursing College 2 (22.2)

Nursing administration 

manager
2 (22.2)

Heart failure coordinator 1 (11.1)

Cardiology nurse practitioner 1 (11.1)

Cardiology outpatient nurse 1 (11.1)

Work experience 

(years) 
Clinical experience 14.2±6.8 4.0-25.2

Teaching experience 13.3±7.0 2.3-16.0

Current work experience 

(years)
10.4±7.4 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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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9> Primary Delphi feasibility questionnaires for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eart failure patients,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and discharge nur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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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 Final Delphi feasibility questionnaires for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eart failure patients,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and discharge nur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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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1> Primary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내용
변경내용 &
기타의견 Mean SD CVI

표준 1. 전문적 간호실무
 퇴원전담간호사는 심부전 진단 하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임상 실무를 제공한다. 

4.9 0.3 1.0

기준 1. 심부전환자 입원 시 고위험지표 스크리닝을    
       통해 재입원 고위험 환자를 선별한다.

4.7 0.7 0.8

지표 1. 심부전 진단 하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입원 고위험지표 스크리닝을 적용하여       
       위험점수를 산정한다.

4.4 0.7 0.8

지표 2. 재입원 고위험 환자를 선별한다. 4.6 0.5 1.0
기준 2. 자료의 통합과 분석,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퇴원간호계획을 수립한다. 

4.9 0.3 1.0

지표 3.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간호  
       문제에 대한 간호진단을 도출한다. 

4.4 0.7 0.8

지표 4.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4.7 0.5 1.0

지표 5.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퇴원간호계획을 수립한다.

4.4 0.7 0.8

기준 3. 간호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4.7 0.5 1.0

지표 6.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퇴원간호 목표를        
        설정한다. 

4.4 0.7 0.8

지표 7. 퇴원 후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4.4 0.7 0.8

기준 4. 수립된 간호계획에 근거하여 전문적 간호를   
       수행한다. 

4.8 0.4 1.0

지표 8. 심부전 주진단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4.9 0.3 1.0
지표 9. 심부전 징후 모니터링 및 증상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4.9 0.3 1.0

지표 10. 퇴원약 복용약물과 복용시간 준수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4.9 0.3 1.0

지표 11. 인체삽입형 기기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4.8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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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1> Primary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내용
변경내용 &
기타의견 Mean SD CVI

지표 12. 저염식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4.8 0.4 1.0
지표 13. 매일 20 분 이상 운동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4.8 0.4 1.0

지표 14. 매일 체중측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5.0 0.0 1.0
기준 5. 간호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4.8 0.4 1.0
지표 15. 퇴원간호중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7 0.5 1.0
지표 16.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4.7 0.5 1.0
지표 17.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과 중재를 수정      
        보완한다. 

4.6 0.5 1.0

표준 2. 교육
  퇴원전담간호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교육한다.

자가관리증상기록
, 의료진에게 
알려야 할 

증상이나 지표가 
추가되면 좋을 듯

5.0 0.0 1.0

기준 6. 환자와 퇴원 후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교육하고 교육 활동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4.7 0.7 0.8

지표 18. 환자와 퇴원 후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사정한다.

4.7 0.7 0.8

지표 19. 환자와 퇴원 후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4.8 0.4 1.0

지표 20. 교육 효과를 평가한다. 4.8 0.4 1.0

표준 3. 상담
  퇴원전담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주보호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4.8 0.4 1.0

기준 7. 환자 및 퇴원 후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과  
        최적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리와 상담을     
        제공한다. 

4.6 0.7 0.8

지표 21. 환자와 퇴원 후 주보호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4.7 0.5 1.0

표준 4. 자문
  퇴원전담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  
  의료진 또는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의뢰하고   
  제공한다. 

4.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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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1> Primary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내용
변경내용 &
기타의견 Mean SD CVI

기준 8.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4.6 0.7 0.8

지표 22. 타부서 또는 타 의료기관의 퇴원간호       
         시스템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4.4 0.7 0.8

지표 23. 심부전환자가 퇴원 후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4.6 0.7 0.8

표준 5. 협동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환자의 바람직한 결과  
  달성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동   
  한다. 

4.8 0.7 0.8

기준 9. 심부전환자의 치료 및 중재와 관련된        
       의료진과 협동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4.8 0.7 0.8

지표 24.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퇴원계획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4.6 0.7 0.8

지표 25. 병원 의료진 및 지역사회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퇴원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4.4 0.7 0.8

지표 26. 병원 의료진 및 지역사회와 협동관계를     
         유지한다. 4.3 0.7 0.8

표준 6. 윤리적 의사결정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환자에 대해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지한다. 

4.8 0.4 1.0

기준 10.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옹호한다. 4.8 0.4 1.0
지표 27. 환자와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환자   
        상태 변화, 검사, 시술, 치료계획 등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4.8 0.4 1.0

지표 28. 환자의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의 참여를   
        존중한다.

4.7 0.5 1.0

지표 29. 환자와 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의 치료와   
        간호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4.8 0.4 1.0

표준 7. 연구 
   퇴원전담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도모한다. 

4.7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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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1> Primary results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내용
변경내용 &
기타의견 Mean SD CVI

기준 11.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4.2 0.7 0.8
지표 30. 실무중심의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4.2 0.7 0.8
지표 31. 연구결과를 학회에 발표한다. 4.2 0.7 0.8
표준 8. 근거기반 실무 4.9 0.3 1.0

기준 12. 근거기반 실무를 수행한다. 4.9 0.3 1.0
지표 32. 심부전 치료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퇴원간호에 적용한다. 4.8 0.4 1.0

지표 33. 대상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상의  
         근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한다. 4.7 0.5 1.0

지표 34.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한다. 4.6 0.7 0.8
지표 35. 선택한 중재를 실무에 적용 후 결과를      
         평가한다. 4.7 0.5 1.0

표준 9. 리더십
  퇴원전담간호사는 퇴원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중재의 질 및 간호실무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4.4 0.7 0.8

기준 13. 퇴원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한다. 4.6 0.7 0.8
지표 36. 퇴원환자의 퇴원 후 30 일 이내 재입원     
         사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4.3 0.7 0.8

지표 37. 퇴원전담간호사 활동 평가지표를 관리한다. 4.3 0.7 0.8
지표 38. 퇴원환자의 치료 및 간호중재와 관련된     
         임상 치료(실무) 지침 또는 프로토콜       
         개발과 수정에 참여한다. 

4.4 0.5 1.0

기준 14.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4.8 0.4 1.0

지표 39.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한다. 4.4 0.5 1.0
지표 40.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 모델이 된다. 4.4 0.7 0.8
지표 41. 퇴원간호서비스모델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4.4 0.5 1.0

기준 15. 퇴원간호서비스모델의 자료를 관리한다. 4.4 0.5 1.0
지표 42. 퇴원간호서비스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자료의 정리와 보관을 담당한다. 4.4 0.5 1.0

SD=standard deviation; CVI=content val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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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2> Primary results of the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내용
변경내용 &
기타의견 Mean SD CVI

입원 시부터 퇴원 전 단계
환자의 건강상태와 환자 & 보호자의 
퇴원관련 요구도를 사정한다.

4.8 0.4 1.0

심부전 진단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도출된 
고위험지표 적용을 통하여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한다. 

4.6 0.7 0.8

현재 질병의 진행과정, 과거력, 가족력 등 전반적인 
환자평가를 실시한다. 4.6 0.5 1.0

심부전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심전도, chest X‑ray, echocardiography, heart 
failure biomarkers, and vital signs).

4.6 0.5 1.0

환자 및 주보호자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4.8 0.4 1.0

퇴원전담간호사의 주도적 rounding 을 통해 심부전 
환자의 이상 증상 및 임상징후 악화 여부를 
관찰한다. 

1차적으로 
담당의료진의 

역할
4.7 1.0 0.8

병동 의료진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한다. 4.4 0.7 0.8
심부전 치료약물과 인체 삽입 장치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시행한다. 4.4 1.0 0.8

환자 및 주보호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자료통합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환자별 퇴원간호계획을 수립한다. 4.7 0.5 1.0

환자 및 주보호자의 심부전 관리 경험을 공유한다. 4.6 0.5 1.0
개별 환자의 퇴원목표를 수립한다. 4.7 0.5 1.0
필요 시 다학제팀의 자문을 의뢰한다. 4.4 0.7 0.8

퇴원 시 퇴원중재를 제공한다. 5.0 0.0 1.0

환자 별 계획된 퇴원교육/상담을 진행한다. 5.0 0.0 1.0

퇴원 후 단계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심부전환자는 퇴원 후 긍정적인 적응과정을 
경험한다. 
① 질병의 진행과정 인지
② 자가관리
③ 일상에서의 행동 변화

4.8 0.4 1.0

퇴원 후 24 시간 이내 전화상담을 시행한다. 전화나 영상통화 4.3 0.7 0.8
퇴원 후 일주일 이내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시행한다.

가정간호 제공은 
필요환자에게만 4.3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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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2> Primary results of the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continue)

     내용
변경내용 &
기타의견 Mean SD CVI

퇴원 후 2 주까지 주 1 회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에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한다. 4.3 1.0 0.8

필요 시 퇴원 후 4 주까지 주 1 회 가정방문을 
시행한다. 4.3 1.0 0.8

퇴원 전 수립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4.4 0.7 0.8

환자의 자가관리를 평가한다.
(저염식이, 매일 체중측정, fluid overload 모니터링, 
정확한 약물복용, 매일 20 분 이상 운동 지속,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 심부전 증상관리)

4.8 0.4 1.0

퇴원 후 환자와 주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행한다. 4.8 0.4 1.0

환자와 주보호자가 사용 가능한 개인/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격려한다.

4.8 0.4 1.0

 외래진료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4.9 0.3 1.0

퇴원 후 환자와 주보호자의 적응상태와 요구사항 
요약 및 보고를 시행한다. 4.6 0.5 1.0

외래 예약 전날과 외래 내원 다음날 문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전화상담을 시행한다.

퇴원 후 해피콜로 
예약전날 추가 

전화상담은 
불필요

4.3 1.0 0.8

퇴원간호서비스 종료
퇴원 후 일상으로의 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종료한다. 

모니터링 
자료에서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면 

퇴원 30일 후 
퇴원간호서비스를 

종료 또는 
외래진료 연계

4.7 0.5 1.0

환자의 자가관리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4.6 0.5 1.0

퇴원 30 일 후 퇴원간호서비스를 종료한다.
퇴원 후 90일까지 
퇴원간호서비스가 
유지되면 좋을 듯

4.1 0.9 0.8

SD=standard deviation; CVI=content val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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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1>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process (in case of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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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2>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process (after the decision to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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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3>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process (time of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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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4>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process (after discharge: telephone counseling and home visiting)



- 174 -

<Appendix 22-5>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process (outpatien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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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6>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process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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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3>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eart failure-specific       

                 readmission (Lim et al., 2019)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BP=systolic blood pressure;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ACEI=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 

Na=natrium; BNP=brain natriuretic peptide; NT-proBNP=N-terminal prohormone of 

brain natriuretic peptide.

Risk factor Level Score Total
Risk

(%)
Total 

Risk

(%)

Age (years) <50 0 0 1.0 21 20.0

50-59 1 1 1.2 22 22.5

60-69 2 2 1.4 23 25.3

70-79 3 3 1.6 24 28.3

80-89 4 4 1.8 25 31.5

≧90 5 5 2.1 26 34.9

NYHA functional class Ⅲ or Ⅳ 3 6 2.5 27 38.4

Clinical history 7 2.9 28 42.1

   Hypertension Yes 2 8 3.3 29 45.8

   Heart failure       

   admission
Yes 2 9 3.9 30 49.6

   COPD Yes 3 10 4.5 31 53.4

Etiology 11 5.2 32 57.2

   Cardiomyopathy Yes 3 12 6.0 33 60.9

SBP at discharge <110mmHg 5 13 6.9 34 64.4

LVEF <40% 1 14 7.9 35 67.8

β-Blocker at 

discharge
No 2 15 9.1 36 71.1

ACEI/ARB at discharge No 2 16 10.4

Biochemical test 17 12.0

   Na <135mmHg 4 18 13.6

   BNP or NT-proBNP
≧700 or

 ≧8,000pg/mL
4 19 15.5

Total score 0-36 2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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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emphasis on medical cost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has stimulated

the reduction of hospital stay and early discharge policies to improve bed turnover.

The related readmission managemen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ystem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medical costs. Heart failure (HF) was identified as the disease group with the

highest readmission rate in tertiary hospitals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The

transition to an aging society requires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especially

appropriate post-discharge management of HF patients with high readmission

rates. The quality of discharge of a person who has been discharged from a

hospital may be improved by reducing the length of stay, managing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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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necessary for early discharge, and preventing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DNSM) including high risk factors, the job standard of discharge nurses, and the

overall discharge nursing process of high readmission rates and confirm clinical

feasibility.

2.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NSM for HF with high

readmission rates, and the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1) Collec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draft DNSM for HF patients.

A)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analysis, high-risk factors of HF readmission patients are derived.

B) Develop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who will provide discharge

nursing services to patients with HF.

C) Develop a discharge nursing process to reduce readmissions for HF.

2)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NSM based on the basic data.

3) Develop a final DNSM for HF patients.

3.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s conceptual framework is based on Donabedian's Structure-

Process-Outcome (SPO, 1998) model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NSM for HF.

Structure aspects are defined as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s,

and process aspects are defined as treatment or diagnosis, prevention activities

and education conducted on patients. Finally, outcomes are defined as patient

achievements, such as health status, changes in behavior or knowledge for health,

and patient satisfaction. In this study, the structure is defined as a high-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patients and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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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R analysis. The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were implement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of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and expert validity was

checked. The process refers to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and consists of the

activities of the discharge nurse, including nursing management, nursing diagnosis,

nursing intervention, and nursing evaluation. The results indicate the effect of the

DNSM on the patient's health status. In this study, it was defined as self-care

behavior and readmission within 30 days of discharge of HF patients.

4. Research method

1) Research design

This study is a methodological study that develops DNSM for HF with high

readmission rates and confirms clinical validity.

2) Research process

STEP 1. Development of a Draft DNSM for HF

① Selection of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A)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pati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B) To verify the validity of high risk factors through the analysis of

EMR data of HF patients who are hospitalized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C) Presentation of a functional model of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patients

②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for discharge nurses

A) Identification of specific roles of discharge nurses through literature review

B) Verification of discharge nurses’ activities through benchmarking of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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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eign institutions

C)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proposed) for discharge nurses

③ Development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A) Discharge nursing process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B) Development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STEP 2. Validation of DNSM for HF (Delphi)

Validation of the feasibility of DNSM for HF was conducted by organizing a

panel of experts to utilize Delphi techniques. Specialists for Delphi techniques

should not exceed 3 to 10 (Lynn, 1985), before collecting the data, each expert

was provided with information such as research topics, purpose, number of

surveys, and anonymity by wire or mail to confirm her/his intention to participate

and receive consent. Expert feasibility assessment uses the Content Value Index

(CVI) and is interpreted to have obtained validity if the CVI is 0.78 or higher for

each measurement item.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e-mail or printed

questionnaires, with a total response rate of 100 percent from nine experts. The

first Delphi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12 April to 12 May 2021, and the

second Delphi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14 to 27 May 2021.

STEP 3. Finalizations of DNSM for HF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actical suitability verification, such as content

validity, the DNSM for patien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with HF was

finalized.

5. Research results

STEP 1: Development of a draft DNSM for HF

① Selection of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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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of 28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patients were identifi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 Results of checking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through

literature review

: Readmission high-risk factors for patients with severe HF, gender, age,

economic status, income levels, hospitalization history, polypharmacy,

over the past six months hospitalization with emergency room, severity,

hyperlipidemia and depression, presence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NYHA functional class, systolic blood pressure, left

ventricular effusion coefficient, prescription of discharge medication for β    

-Blocker and ACEI/ARB, and Na and NT-proBNP blood test levels.

B) Results of feasibility of high risk factors through EMR data analysis of

HF patients who are hospitalized after being discharged from hospital

: A total of 267 (14.4%) of 1,857 patients with HF was readmitted. Age

(p=0.048), initial body weight at hospitalization (p=0.031), body weight

change (p=0.009), and hospitalization for 6 months prior to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room visit (p<0.001), pulse rate (p=0.010), number of

medications discharged (p<0.001), Hg (p<0.001), Hct (p<0.001), BUN

(p=0.002), Na (p<0.001) level at admission, Hg (p<0.001), Hct (p<0.001),

BUN (p=0.041), Na (p<0.001), CRP (p=0.043) level at discharge, main

diagnosis of emergency room (p<0.001) and ACEI/ARB medication

discharge prescription (p=0.025)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readmission.

C) Functional model of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 After confirming the validity of high-risk factors through EMR data

analysi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explanatory variables with a p-value of less than 0.05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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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mission group and the non-readmission group. As a result, for each

increase in the number of discharge medications, the readmission odds ratio

was 1.030 times, that is, the readmission rate increased by about 3.0%

(p<0.001). For each increase in Na level at admission, a 5.4% decrease in

readmission (OR=0.946, p=0.021), a 6.6% decrease in readmission for each

increase in Na level at discharge (OR=0.934, p=0.028). For each increase in

CRP level at discharge, readmission decreased by 1.1% (OR=0.989, p=0.049),

and AUC was 0.735.

②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for nurses in charge of discharge

A) Results of identifying specific roles of nurses in charge of discharge

through literature review

: A total of 15 specific details of the job of nurses in charge of discharge

were identifi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 Results of verifying work activities through benchmarking of domestic and

foreign discharge nurses' operating institutions

: In Korea, all five general hospitals did not operate nurses exclusively for

discharge. Overseas, team leaders from three U. S. hospitals, one in China,

and one in Poland, who conducted research on the discharge care system

for HF patients,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study via e-mail and

asked for data on job descriptions or role of discharge nurses. Among the

five hospitals, one hospital in the U. S. and China responded, and in the U.

S. one discharge nurse managed five HF during the study, but now

one case manager managed about 30 to 50 patients with various diseases

but failed to manage them after discharge. In the case of China, all HF

nurses without discharge nurses were answered to provide discharge

nursing services, and there was no written job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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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velopment of job standards for nurses in charge of discharge

: The job standard (proposed) of a discharge nurse who is directly in charge

of the discharge process of HF patients is the core competency of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suggested by Hamric et al. (2013) and the core competency

and job scope of a professional nurse suggested by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12). It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re competency standards

of professional nurses in the rapid response team developed by Lee (2019) by

integrating the standard contents. The roles of the discharge nurse were

identified as 28 work activities based on 9 core competencies: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advice, ethical decision-making, research,

collaboration,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The job standard

(proposed) for discharge nurses was developed with 9 standards (proposed), 15

criteria (proposed), and 42 indicators (proposed) focusing on the identified tasks.

③ Development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A) Results of analysis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through literature review

: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was searched along with the job standard of

discharge nurse.

B) Development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is based on the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s of Donabedia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is classified into five

stages, from hospitalization to pre-discharge stage, discharge stage,

post-discharge stage (telephone counseling and home visiting), outpatient

care, and discharge care service termination. The goals for each stage,

discharge nursing interventions for discharge nurses, and achievement

indicators and evaluation tools for patients and main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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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Validation of DNSM for HF (Delphi) result

①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t panels

The group of expert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DNSM were consisted

of nine, two cardiologists, two nursing professors, two cardiovascular hospital

wards and outpatient managers, one cardio nurse practitioner, one HF clinic nurse,

and one cardio outpatient nurse. Clinical experience averages 14 years, and

professors have an average of 13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Of the nine

professionals are four doctors, four masters, and one bachelor's degree. With the

exception of two nursing professors, the average length of work at a

cardiovascular hospital was 11 years.

② Results of verification of validity of DNSM for HF

This study achieved expert consensus on the discharge nurse's job standard

and discharge nursing process of DNSM for HF twic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of Delphi experts.

A)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job standards, criteria, and

indicators of discharge nurses

: The roles of the discharge nurse were identified as 28 work activities based

on 9 core competencies: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advice, ethical decision-making, research, collaboration,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The job standard (proposed) for discharge nurses

was developed with 9 standards (proposed), 15 criteria (proposed), and 42

indicators (proposed) focusing on the identified tasks. The developed job

standard (proposed) was verified as having an average CVI of 0.94 by

verifying its content validity using the Delphi technique conducted twice.

B) Results of verification of validity of discharge nursing process

: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for HF patients was analyzed and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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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ime period from hospitalization to 30 days after discharge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is divided into a

total of 5 stages from hospitalization to pre-discharge stage, discharge stage,

post-discharge stage (telephone counseling and home visiting), outpatient

treatment, and discharge nursing service termination. The developed

discharge nursing process was also verified for content validity using the

Delphi technique of the expert group conducted twice, and the average CVI

was found to be 0.92.

STEP 3. Confirmation of final DNSM for HF

High risk factors of the DNSM for HF, and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result of the discharge nurse’s job standard (proposed) 9 standards (proposed), 15

criteria (proposed), 42 indicators (proposed) all had a CVI of 0.78 or higher. In the

case of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VI of all items

was 0.78 or higher, and the DNSM was confirmed as follows <Figure 5>.

6. Discussion

1) Nursing problems related to high-risk factors for readmission of HF

In order for the prevention and post-discharge management of readmission

patients with high readmission rates to be successful, the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high risk factors that cause readmission must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Th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contributes to the

social stimulus burden, including medical and social services, and the increase in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senior citizens. In this study, more than 70% of

hospitalized patients under diagnosis of HF were elderly patients, which is a result

of the transition to an ultra-aged society and the absence of caregivers or care

families. In the case of elderly patients, it is important to use easy term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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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education, provide audio-visual materials using pictures, photos, and

repeat learning due to a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period from discharge to readmission is an average of 14 days, and

appropriate post-hospital care is required for two weeks after discharge. The

effect can be expected if self-care training is conducted by discharge nurses

before discharge from the hospital, and telephone counseling by discharge nurses

and 1:1 retraining by home visiting nurses for two weeks after discharge. The

average number of discharged medications for readmission HF is 23,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drug education for treatment and symptom management of HF. The

importance of polypharmacy use, one of the reasons for the readmission of HF,

has already been highlighted in prior stud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home visiting nurses are taking the medications accurately after discharge

and to manage them later through retraining. Difficulty breathing, the main

symptom of HF, will be identified as the chief complaint of emergency room, and

education on prevention and symptom management will be important before and

after discharge. The application of a program that includes telephone-based

self-care training for at least two times a month for three months and self-care

and readmission within 30 days of discharge for HF discharged from the

emergency room. In this study, Hg and Hct levels in readmission HF averaged

11.4 g/dL and 34.7%, lower than 12.0 g/dL and 36.5% in patients without

readmission (p<0.001). This is the same result of Chung’s (2008) studies in which

readmission due to HF may be higher if Hg levels are above 17 g/dL or below 13

g/dL (the lower the levels of hemoglobin in patients with HF). BUN levels

averaged 32.7 mg/dL in the readmission group, higher than 29.0 g/dL in the

non-admission group. On the other hand, Na levels averaged 136.7 mmol/L in the

readmission group, lower than 138.4 mmol/L in the non-admission group. This is

equivalent to the results of low Na and high BUN levels affecting readmiss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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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t With the Guidelines HF (GWTG-HF) program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Therefore, if selected for high-risk HF patients are hospitalized,

regular blood tests should be conducted once a week through a home visiting

nurse's visit up to two weeks after discharge to prevent readmission by managing

the symptoms and signs of HF.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F-specific readmission developed by Lim et

al. in 2019 is based on age, NYHA functional class, presence of hypertension,

hospitalization in the previous 6 months, presence of COPD, presence of

cardiomyopathy, presence of systolic blood pressure,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β-Blocker and ACEI/ARB prescriptions for discharge, Na and

NT-proBNP levels during blood tests are assigned scores for a total of 12

high-risk indicators. It is defined as a high risk of readmission. In this study,

when the results of EMR data analysis were applied to Lim et al.'s tool, the

indicators significantly related to readmission among 12 items were age (p=0.002),

previous hospitalization for HF (p<0.001), and Cardiomyopathy (p=0.026), systolic

blood pressure less than 110mmHg at discharge (p=0.018), without ACEI/ARB

discharge medication prescription (p=0.021), Na<135mmol/L (p<0.001), BNP≧700 or

NT-proBNP≧8,000 pg/mL (p=0.004), etc. in total. The total score was 12.6 on the

average in the readmission group, and 10.6 in the non-readmission group, which

was confirme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readmission (p<0.001). I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F-specific readmission tool

developed by Lim et al. is proven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t is applied to the

EMR system and utilized as a high-risk factor function, standardized DNSM.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connected to effective disease manage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ocess and the management of home visiting nurses.

2) Identification of job standards and discharge nursing process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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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nurses

In this study, discharge nurses will perform a combination of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counseling, advice, ethical decision making, research,

collaboration, evidence-based practice, and leadership. Based on the high risk

factors of readmission, the DNSM is classified into five stages: pre-discharge,

discharge, post-discharge (telephone counseling & home visiting), outpatient care,

and discharge nursing service termination. In Korea, discharge nursing has been

conducted by nurses or charge nurses on the day of discharge, not by certain

personnel. However, the absence of standardized discharge nursing processes, such

as nurses' preparation for discharge education and lack of relevant knowledge,

may lead to inadequate post-discharge care and cause readmission. The

effectiveness of discharge education on HF patients in this study showed positive

results in self-care, including readmission prevention and symptom monitoring,

adherence to medication, and low-sodium diets. Therefore, discharge nurses can be

said t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sufficient education to patients and caregiver

managing the disease after discharge.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based on the

job standards, criteria, and indicators of discharge nurses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lead to successful role performance in the discharge process and improved

prognosis for HF.

In this study, out of a total of 1,857 HF patients admitted to a first-class

general hospital over the past three years, a total of 90 HF counseling were

conducted in outpatient areas. HF counseling training can be conducted multiple

times for patients and caregivers as needed. Counseling is consist of hight, weight,

body mass index (BMI), current medication, NYHA class, presence of or

readmission of HF symptoms within the last 6 months, dyspnea, drinking,

smoking, eating habits, awareness, daily adherence to HF medication. HF education

has been shown to be highly associated with self-care in HFs, and nurs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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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has been effective in reducing readmission in HFs. The reason for the

failure to expand HF counseling education is the lack of manpower to take charge

of education. However, as suggested in the developed DNSM, if HF counseling is

provided by discharge nurses prior to discharge, greater effect can be expected.

After discharge, the actual HF counseling training was conducted from at least 6

days to 1,088 days, and the average number of readmission patients was 140 days

after discharge and 110 days after no readmission occurred. As shown in the HF

counseling training, this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for patients and caregivers

before discharge, not outpatient, so that post-discharge management can be

efficient. After discharge, it can be linked to re-education and evaluation through

home visiting nurses.

In a stud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length of stay in

general hospitals and the level of nurse placement from 1996 to 2016, it was found

that a de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days in hospital increased patient

severity, nursing demand, and nursing intensity. Nurses working in wards with a

short or medium length of stay had a faster work speed in order to solve a high

nursing demand, and the higher the work demand, the more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creas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f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job standards, criteria,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can be performed

successfully in the discharge process of HF patients, as well as improving the

prognosis of HF patients and treating HF patients. It can lead to effective nursing

work performance through efficient division of duties among nurses in charge.

3)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developed DNSM to the home

management pilot project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F itself has complicated pathogenesis and can cause complex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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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 severity of accompanying diseases such as diabetes (34.8%) and

kidney diseases (33.3%).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will require proper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initiate a home care policy in 2019.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provide medical institutions with periodic compensation for home care services

through education, counseling, and regular monitoring of patients in need of

continuous care. The home care pilot project aims to improve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reduce medical expenditure by providing continuous management and

feedback of home patients, as well as by improving public access to health care.

The pilot project for at-home medical care for patients with heart disease is to

provide medic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counseling, and monitoring to prevent

worsening of diseas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heart

disease who require continuous management. Accordingly, it consists of calculating

the appropriate level of educational counseling fees (face-to-face) and patient

management fees (non-face-to-face). Of these, when a doctor or nurse provides

counseling and education on how to use the device and self-management to heart

disease patients (including their caregivers) visited by a doctor or nurse, the

education consultation fee is calculated at KRW 24,810 (30 minutes or more per

frequency, initial year: no more than 6 times a year, next year: up to 4 times a

year) is possible. In addition, when a doctor or nurse checks the patient's

condition at least once a month and provides a non-face-to-face management

service for two-way communication such as checking the patient's condition using

telephone calls or text messages, the patient management fee of KRW 26,610 can

be calculated. The DNSM developed in this study is systematically managed from

hospitalization to post-discharge of HF patients by a discharge nurse, and includes

all the contents to be implemented in the at-home care pilot project for patients

with heart disease. If there was difficulty in maintaining continuity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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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existing discharge nursing was conducted by the patient's nurse or

chief nurse on the day of discharge, the developed discharge nursing service is

provided by the discharge nurse from the time of admission to the hospital for 30

days, up to 90 days after discharge continuous management is possible. In

addition,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setting the number of nurses' education,

counseling, continuous management and monitoring, and teach back.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high-quality management is possible according to a

continuous treatment plan through management through a home visiting nurses.

4)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Utilization of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by improving the EMR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bout $25 billion is spent on preventable readmission, so

it was attempted to predict readmission for HF patients and implement appropriate

manage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admission prediction system

combining EMR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a study by Bardhan et al.,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for HF patients affects

readmission according to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hospital admission

reason, insurance type, and hospital type. Medical big data, such as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information system and result data linked with test

equipment, creates new medical information through integration and analysis.

Medical big data built based on EMR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new values as

well as to generate various information for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high-risk factors for readmission presented in this study is classified as a

high-risk HF patient by automatically applying and analyzing the EMR contents

when a patient is hospitalized. Effective disease management should be achieved

through. For this purpose, like the Risk score for predicting 30-day HF-specific

readmission tool developed by Lim et al., a functional model that can predi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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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isk of readmission with the total score should be established by scoring the

relevant items of high-risk factors. In addition, the achievement indicators and

evaluation tools of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each stage of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should be reflected in the EMR system and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evaluation and research. This will maximize the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MR system. It can be said that

it is a matter that needs to be continuously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t is possible.

7.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DNSM for patients with HF was based on the high risk

factors for readmission, the job standard of the discharge nurses, and the result of

the discharge nursing process was the performance of the HF patient's self-care

behavior and readmission within 30 days after discharge. In terms of quality

management, readmission is an important indicator, a result of patient care, and a

major cause of medical cost increase,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icient

system or service that can reduce it. The development of the DNSM in this study

started with recognition of this problem and could be used as basic data such as

job description of discharge nurses,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work guidelines,

and development of discharge nurses curriculum. It is suggested that for the

application of the DNSM,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long with the

hospital's policy should precede, and that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in actual clinical sites.

Key words: Discharge nursing service model, Heart failure, Readmission,

High risk factors, Discharge nurses, Discharge nursing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