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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fter successful care transition, it is crucial to improve health care,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addition, successful care transition reduces readmission rate of the elderly, improves health recovery, and prevents
functional decline after discharge. However,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a care transition system for continuous management
after discharge. We developed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o ensure that healthcare providers in hospitals can safely and successfully perform care transitions.
Methods: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care transition was first developed by th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using
a 23-step adaptation method. Evidence levels and recommendation ratings we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SIGN 2011
(Th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Results: The final four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from expert advice: assessing during admission and before discharge;
establishing care transition planning through an interprofessional team; educating the patient, his or her family, and the healthcare
provider; and establishing organization-wide systems for communicating client information during care transitions.
Conclusion: The use of this guideline by healthcare providers helps elderly patients maintain continuity of care whe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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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계획된 일련의 조치라고 정의했
다.3) Joint Commission은 환자가 한 건강관리 제공자 또

1. 퇴원 후 연계(care transition) 필요성

는 환경에서 다른 건강관리 제공자 또는 환경으로 이동

우리나라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료기

4)
하는 것으로 정의한 반면 , 미국노인의학회(American

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 및 확대 적

Geriatrics Society)는 ‘환자가 다른 장소 또는 동일한 장소

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진료

내에서 돌봄의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건강 관리 및 진료

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

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조치’라고

은 소규모 병ㆍ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ㆍ회송

정의하였다.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여 협력 진료를 통

‘퇴원 후 연계’는 장소가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

한 충실한 진료의뢰ㆍ회송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

적으로 급성, 아-급성 및 급성-후 요양 시설, 환자의 집,

1)

림 완화를 유도하여 ,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충실히 함

일차 및 전문 진료, 장기 요양 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것

으로써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이 해당된다. ‘퇴원 후 연계’는 포괄적인 돌봄 계획 및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진료의뢰ㆍ회송 사업은 의료

장기 요양에 대해 잘 훈련되고 환자 치료 목표와 요구,

기관간 협력진료체계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의

현재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사가 바뀌는 것으로, 실제 환자가 퇴원 후 집 또는 지역

강관리 실무자의 가용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는 지역

사회로 이동하였을 때 지속적인 관리 방안은 제시하지

사회 자원 활용, 환자와 가족 교육, 연계 관리에 관련된

않았다.

보건 전문가들 간의 협조가 포함된다. 전원 및 회송을

퇴원 후 연계에는 돌봄 환경(타 의료기관, 집, 지역사
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의 가족, 간병인, 의사

모두 포함하는 ‘퇴원 후 연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케어
5)
요구를 지닌 노인에게 필수이다.

를 포함한 보건 의료인 등 돌봄 주체의 변화도 포함된

본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퇴원 후 연계’를 ‘입원 시부

다. 성공적인 퇴원 후 연계는 노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

터 환자 평가를 바탕으로 퇴원 및 전원 계획을 수립하

증진,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퇴원

고, 환자와 가족 교육, 의료진 간 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

후 연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유 등을 통해 급성, 아-급성 및 급성-후 요양 시설, 환

본 연구진들은 노인의 재입원율 감소, 기능 회복 지연

자의 집, 일차 및 전문 진료, 장기 요양 시설 등 이동 과

의 최소화, 퇴원 후 기능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

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환자 관리의 연속성

상생활의 독립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환자와 가족, 간

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병인, 의료기관간 의사소통 프로세스 근거를 마련하고자
퇴원 후 연계 임상진료지침 개발하였다.

2. ‘퇴원 후 연계’ 정의

본

론

1. 퇴원 후 연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퇴원 후 연계’는 관리 주체 전환에 따른 임상적 측면
과 환자의 견해, 경험 및 요구 같은 여타 인자들을 포함

1) 진료지침 위원회 구성

하기 때문에 진료연계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국민생활밀착형 노인의료서비스 개발 연구진은 노인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퇴원 후 연계’에 대한

환자의 퇴원 후 연계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2017

명확한 정의는 없다.

2)

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

캐나다 온타리오 주 간호사 협회(Registered Nurses’

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지침 작성을 맡고, 운영위원

Association of Ontario; RNAO)는 ‘퇴원 후 연계’를 환자

회에서는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지침에 대해 논의하였

의 상태 변화와 이에 따른 치료 요구의 변화, 및 환자와

다. 진료지침 위원회에서는 진료지침이 다룰 영역(scope)

가족, 간병인,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과 질문의 초안인 진료지침의 핵심 이슈(key clinical is-

을 포함한 환자의 돌봄 장소(기관내, 기관간)가 변화할

sues)를 결정하였고, 진료지침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점과

때, 환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환자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PIPOH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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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lation (대상 집단): 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 예

선정기준은 (1) 근거 중심 지침, (2) 국제적 단위, 학회

정인 65세 이상 노인환자, 환자의 가족 및 간병인을

개발 지침, (3)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지침, (4) 동료 검토

대상으로 한다.

가 이루어진 지침, (5)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지침

∙ Intervention (중재): 중재는 퇴원 후 연계를 위한 계
획, 적용, 교육, 평가,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포함
된다.
∙ Professionals (사용자): 퇴원 후 연계를 위해 환자 평
가부터 계획, 적용, 교육, 평가, 의사소통과 정보공

이다. 제외 기준은 (1) 단일 저자 지침, (2) 참고문헌 없
이 출판된 지침, (3) 원문을 구할 수 없는 지침이다.
진료지침 질 평가 문헌은 두 명의 전문가가 상호 독
립적인 검토 및 합의 과정을 거쳐 286개 진료지침 중에
최종 3개가 선정되었다(Figure 1).

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입원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

(2) 핵심 질문 도출

및 보건의료인이다.

핵심질문은 퇴원 후 연계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 Outcomes (성과): 치료계획, 퇴원 후 연계 계획, 교

근거 수집 및 검토를 위해 도출되었다.

육, 약물 관리, 건강정보이해 능력, 30일이내 재입

∙ 노인 입원환자 대상으로 입원 시뿐만 아니라 상태

원율, 재원 일수, 안전사고발생률, 약화사고발생률,

변화 시와 퇴원 전에 환자를 평가하는 것이 퇴원

기능 감소율, 지식수준, 의뢰/회송률, 복약 순응도

후 연계에 유용한가?

등이 포함된다.
∙ Health care setting (의료기관 범위): 의료기관 범위
는 입원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이다.

∙ 노인 환자의 퇴원 후 연계 계획을 입원 시 치료 계
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한가?
∙ 노인 입원환자, 환자의 가족 및 간병인 대상으로 퇴
원 후 연계 관리에 대해 퇴원 전에 교육하는 것이

2) 퇴원 후 연계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개발과정
(1) 기존 진료지침 검토

2013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게재된 문
헌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5일 검색을 실시하였다. 기
존 지침은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Guideline

퇴원 후 연계에 유용한가?
∙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연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퇴원 후 연계에 유용한가?
∙ 의료기관 종사자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
이 퇴원 후 연계에 유용한가?

International Network,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3) 진료지침 질 평가 및 최종 선정

and Clinical Excellence, PubMed, Trip Medical Database,

퇴원 후 연계 진료지침 질 평가 문헌은 RNAO의 Care

KoreaMed,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서 검색하였다. 지침

transitions3), Hartford (Hartford Institute for Geriatric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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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 Academic Institution)의 Transitional care. In:
6)

RNAO 진료지침은 AGREE II 평가를 통해 진료지침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for best practice ,

의 질을 확보하였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2014년으로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진료지침의 최신성도 확보하였다. 또한 Hartford의 Trans-

의 Transition between inpatient hospital settings and com-

itional care. In: Evidence-based geriatric nursing protocols

munity or care home settings for adults with social care

for best practice와 NICE의 Transition between inpatient

7)

needs 이며, 평가자 4명이 AGREE II로 3개의 진료지침

hospital settings and community or care home settings for

을 평가하였다(Figure 2). 그 결과 NICE 지침은 ‘개발의

adults with social care needs는 각각 2012년과 2015년에

엄격성’ 영역의 표준화 점수가 50%이하이고, Hartford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였다.

지침은 2명의 평가자가 추천하지 않음을 받았다. 이는

실무위원회는 RNAO 진료지침에서 핵심 질문에 해당

퇴원 후 연계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핵심 질문

하는 권고안을 발췌하였고, 각 권고안에 대한 근거 수준

과 권고수준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운영위원회에

과 권고 등급에 대한 내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진료지침

서는 최종적으로 3개 지침 모두를 수용 개작에 포함시키

의 검색 전략 및 근거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료지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침이 포괄적인 검색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근거 선택은

(4) 진료지침 평가

적절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근거와 해석의 일관

퇴원 후 연계 진료지침 위원회에서는 개발 회의를 통

성, 해석과 권고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료지침

해 RNAO 진료지침을 수용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퇴원

개발자들이 근거를 올바로 해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적

후 연계 진료지침은 RNAO 진료지침 중 국내 의료 환경

절히 권고를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에 적용 가능한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Hartford와 NICE

바탕으로 각 핵심 질문에 해당하는 단일 권고안을 도출

의 지침을 함께 검토하여 일부의 권고와 내용을 보강하

하였다.

여 수정하였다.

Figure 2. Appraisal results of candidate guidelines by AGRE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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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거 수준 및 권고 등급 결정

낮아질 우려가 있어 국내 의료 환경에 맞게 보건복지부

근거 수준 및 권고 등급은 SIGN 2011 (The Scottish

의료기관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및 수정되었다.

8)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체계를 따라 정하였

다(Table 1). 권고 등급은 근거의 질을 바탕으로 진료에

(6)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권고의

수용성(acceptability)과

적용성(applicability)은

관련된 가치와 선호도, 원하는 효과와 원하지 않는 효과,

진료지침에서 제시하는 권고가 국내에서 수용하고, 적용

이득과 비용을 저울질한 후 권고 수준을 등급화 하였다.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수용성은 원천 진료지침의 권고

일부 권고안은 근거 수준의 기준이 너무 높아 무작위대

가 목표로 하는 지역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파

조시험이나 메타분석연구가 부족한 경우 권고 등급이

악하는 것이다. 이는 원천 진료지침 권고의 대상 인구집
단과 적용 지역의 대상 인구집단의 유사성, 원천 진료지

Table 1. The definition of ‘levels of evidence’ and ‘grades of
recommendations’ (SIGN 2011)

Levels of evidence
1＋＋
1＋
1−
2＋＋

2＋

2−

3
4

High quality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f
RCTs, or RCTs with a very low risk of bias
Well-conducted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r
RCTs with a low risk of bias
Meta-analyses, systematic reviews, or RCTs with a
high risk of bias
High quality systematic reviews of case control or cohort or studies
High quality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very
low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high probability that the relationship is causal
Well-conducted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low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moderate probability that the relationship is causal
Case control or cohort studies with a high risk of confounding or bias and a significant risk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causal
Non-analytic studies, e.g. case reports, case series
Expert opinion
Grades of recommendations

A

B

C

D

At least one meta-analysis, systematic review, or RCT
rated as 1＋＋, and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or
A body of evidence consisting principally of studies rated as 1＋,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and demonstrating overall consistency of results
A body of evidence including studies rated as 2＋＋,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and demonstrating overall consistency of results; or
Extrapolated evidence from studies rated as 1＋＋ or
1＋
A body of evidence including studies rated as 2＋, directly applicable to the target population and demonstrating overall consistency of results; Or Extrapolated
evidence from studies rated as 2＋＋
Evidence level 3 or 4; Or Extrapolated evidence from
studies rated as 2＋

침 권고가 지역사회의 문화와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 및
지역 상황에서 권고 실행의 이득이 실재하는지를 검토
하는 것이다. 적용성은 원천 진료지침의 권고가 해당 지
역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으로, 권고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의료자원(약품, 장비,
기술 등), 법적・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RNAO 진료지침은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서 퇴원 후 연계임상진료지침으로 수용 개작하는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7) 내ㆍ외부검토 및 권고안 채택을 위한 합의
운영위원회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핵심 질문은 권고안을 도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
다. 합의도출은 수정된 델파이 기법(RAND-UCLA Appro-

priateness Method)을 이용한 설문조사 및 대면 회의를 통

Table 2. The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RNAO
guidelines

Items of acceptability
1. The target populations of the original
and adapted guidelines are identical.
2. Patients' views and preferences related to
intervention are similar to ours
3. Benefit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are of practical value.
4. Recommendations are consistent with
our culture and values.
Items of applicability

RNAO guidelines
Yes Unknown No
0
0
0
0
Yes Unknown No

1. Intervention and equipment are available.
2. Required expertise and skills are 0
available.
3. There are no legal or policy barriers in 0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4. Recommendations are consistent with 0
our culture and valu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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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도되었다. 델파이 설문조사는 권고안 초안에 대하

2. 권고안

여 전자우편으로 14명의 패널에게 총 2회 시행하였다.
델파이는 근거의 일관성(현재 이용 가능한 근거의 일관

권고안 I. 의료진은 노인 입원환자의 상태와 이에 따른

성을 평가), 적용 가능성(대한민국에서 자원 유무를 고려

치료 요구의 변화에 대해 입원 시뿐만 아니라 상태 변

하여 권고안을 이용가능하고, 제도적, 문화적 배경을 고

화 시와 퇴원 전에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1+, A).

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 및 일반화 가능성(환자
특성, 제공자 특성, 문화적 요인 및 전체 요인 고려한 평

의료진은 노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 및 필

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델파이 항목은 1∼9점 척도로

요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입원 시 평가하고, 이후 정기적

구성되었으며, 1점을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9점을 ‘강

으로 재평가한다. 의료진은 근무 교대 시 또는 퇴원 전

하게 동의함’으로 점수화하였고, 1∼3점을 ‘동의하지 않

에 건강 상태 및 이에 따른 치료 요구의 변화를 파악하

음’, 4∼6점을 ‘동의 여부를 잘 모르겠음’, 7∼9점을 ‘동

기 위해 환자를 평가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이 퇴원 후

의함’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계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1차 델파이 설문 조사 결과, 14명이 응답하였고, 이중
11명 이상(75%이상)이 동의할 경우 권고안에 대해 합의

3,9-10)

, 환자 상

태에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한다.3,9,11-13)

가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대

노인 입원환자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3,9)은 1) 입

면 회의를 시행하였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4번 권고

원 시와 퇴원 전, 2) 환자 건강 상태 또는 상황 변화 시

안과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

(예: 새롭게 진단을 받았거나 새롭게 치료 요구 생겼을

는 권고안, 근거수준 및 권고 등급을 수정을 한 후 2차

때), 3) 치료 요구에 변화가 생겼을 때(예: 낙상 위험이나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권고안 4)인 ‘의료기관은 퇴

억제대 사용의 증가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

원 후 연계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도록 권고한다(1＋, A)’

을 때), 4) 담당 의료진의 근무 교대 시이다.

는 근거의 일관성은 인정하지만 의료기관 자체에서 퇴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 이전에 다녔던 병원의

원 후 연계가 발생 시마다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의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것은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이

수집한다. 이 때 성공적인 퇴원 후 연계를 위해 입원 시,

를 권고안에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의 권고

상태변화 시, 및 퇴원 전에 다음의 내용들을 평가한다.

안은 75%이상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이루었다고 간주하
여 2차 설문을 시행하지 않았다.

첫째, 의사는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평가한다. 이
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용 금지,
중복 처방, 과용량 및 다약제 처방 등과 같은 약물 관련

3) 임상진료지침 갱신의 원칙과 방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 간병

임상진료지침 갱신 검토는 권장 사항의 근거에 대한

인, 이전에 다녔던 병원의 의사를 통해 1) 전문의약품, 2)

변화가 있을 경우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할 것이다. 개

일반의약품, 3) 비타민과 보충제, 4) 민간요법, 약초 등과

정안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차후 결정하도록 한다.

같은 대체요법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14,15)

또

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수집 시에는 1) 환자가 복용 중
4) 지원 및 독립성

인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2) 입원 전 복용한

본 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R&D 사업

의약품 처방전이 없는 경우, 3) 타병원 의무기록을 확인

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으며(과제 번호: HI16C0526),

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14)

진료지침 개발 모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둘째, 의료진은 다양한 지표(Appendix A)를 활용하여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학회, 기관 및 이익단

3,16)
환자
환자의 신체적ㆍ심리적 준비 상태를 평가한다.

체로부터 받은 지원은 없었다.

와 가족, 간병인은 퇴원 후 연계 과정 동안 불안과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와 가족, 간
병인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 후 연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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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16) 단,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퇴원 후 연계 계획을 재수립한

심리적 단계를 순차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다.10,25) 수립된 퇴원 후 연계 계획은 환자의 치료 요구를

아야 한다. 성공적인 퇴원 후 연계를 위해서는 환자와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재원 일수를 감소시키고 재입원

16,17)

가족의 신체적ㆍ심리적 준비가 중요하다.

매일 회진하

26)
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것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참여시켜 퇴원 후 연계

퇴원 후 연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

를 준비하게 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목표를 설

르므로 환자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는 퇴원

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와 가족, 간병인이 퇴원 후

후 연계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학제간팀과 환자와 가족,

연계를 위한 신체적∙심리적 준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간병인의 치료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서로 간의 갈등

5,11-13,17)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퇴원 후 연계는 환자와 가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한다. 다학제팀간

족, 간병인이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한다.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

셋째,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퇴원

자상태 변화 시 치료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퇴원 후

후 연계의 모든 단계에서 자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습

10,27,28)
연계를 준비할 수 있다.

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다학제간팀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구성되고,

1) 환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역

팀을 구성할 때는 환자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량, 2)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언어 구사 능력, 3) 건

의사, 간호사, 치료사,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

강에 대한 과다한 정보 노출 여부, 4) 태도, 신념 또는

함될 수 있다. 다학제팀은 1) 환자 병력, 2) 신체기능 상

문화, 5)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질병, 수면부

태를 포함한 평가결과, 3) 환자의 진단명과 검사 결과, 4)

족, 발달 연령, 우울증이나 의약품 부작용 등 인지 장애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과 알레르기 유무, 5) 안전사고 여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등이 포함), 6) 일상적 활

부, 6) 환자에게 필요한 보조기, 7) 환자의 치료 요구, 8)

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상태, 7) 도움 받을 수

사전의료결정서, 9) 환자와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한 정보

있는 네트워크(정신적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제공 및 교육, 10) 협진 내용과 퇴원 요약, 11) 추적 관리

적 지원 또는 가족 또는 간병인 등), 8) 지역사회 서비스

15,29,30)
를 고려한 퇴원 후 연계 계획을 수립한다.

와 일차 진료의 접근성, 9) 필요한 치료를 위한 재정적
3,11-13,18,19)
상태 등이 있다.

넷째,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퇴
원 후 연계 자가 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
구를 파악한다. 이때 의료진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권고안 III. 보건의료인은 노인 입원환자와 가족, 간병
인을 대상으로 퇴원 후 연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고려한다(2+, C).

것이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 및 주
변 환경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19,20)

보건의료인은 퇴원 후 연계 준비를 위해, 퇴원 전에
미리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복용 의약품, 퇴원 후 연계 등을 교육한다.

권고안 II. 의사는 노인 입원환자의 퇴원 후 연계 계획
을 입원 시 치료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1+, A).

3,25)

의

료기관에서 퇴원 후 연계 과정에서 자가관리 방법에 대
해 환자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한
다. 다학제간팀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이 퇴원 후 독립
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25)

환자와 가족, 간병인과 다학제간팀은 서로 협력하여

보건의료인은 환자를 교육할 때 1) 건강(신체 및 심리

환자의 치료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안전성과 지속성을

적 치료)에 대한 요구 사항, 2) 정서적 및 사회적 요인,

3,5,21)

증진시킬 수 있도록 퇴원 후 연계 계획을 수립한다.

3) 발달 연령, 4) 문화적 및 민족적 가치, 5) 인지 능력,

성공적인 퇴원 후 연계를 위해서는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 건강정보 이해 및 언어 구사 능력, 7) Fisher의 퇴원

21-24)

연계 계획에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포함시키고

, 의

사는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와 상태 변화에 따른

후 연계 과정에 따른 심리적 단계(Appendix B), 8) 건강
과 관련된 환자의 목표 등을 고려한다.15,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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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은 퇴원 후 연계 시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이 부적절할 경우,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 간병인에게 1) 현재 환

수 있다.41)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퇴원 후 연계를

자의 상태, 2) 퇴원 후 연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징

위해서는 의료진 간에 의사소통이 명확해야 하며, 사전

후와 증상, 그에 대한 대처법, 3)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

연명의료의향서나 의약품 처방과 같은 중요한 환자 정

15,33)

하는 시기, 4) 투약 방법, 5) 식이요법 등을 교육한다.

보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필수적이다.9,15,28)

다학제간팀은 환자와 함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퇴원 후 연계에 필요한 표준화된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결

론

을 개발할 수도 있다.6,30-32,34-36)
노인 입원환자는 퇴원 후 기능 감소와 기능 회복 지
연으로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저하되어 재입원을 하게
권고안 IV. 의사는 퇴원 후 연계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
술을 향상시키고, 타기관의 의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1+, A).

되는 경우가 많다. 퇴원 후 연계 프로그램은 퇴원 후 노
인환자의 기능 회복을 도와 치료 예후를 좋게 하고, 재
입원율 감소를 통해 의료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나타낼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재원 중 지속적인 환

의사는 퇴원 후 연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

자 평가 및 퇴원 후 연계 계획 수립, 퇴원 후 환자 관리

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표준화

에 필요한 환자와 가족, 간병인 교육, 의료진 간 정보 공

된 문서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퇴원 후 연계 시

유 등과 같은 퇴원 후 연계 프로그램을 정립하기 위한

3)

필요한 환자 정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교환한다. 정보

근거를 제시하였다.

공유 시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중복 또는 누락을 피하
고,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이송하기 위해 문서를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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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Indicators of readiness for change

Domains
Physical
Psychological
Cognitive
Goals
Knowledge
Environment

Indicators
mobility, pain, energy level, appetite, and difficulties with sleeping, swallowing and eating
anxiety, fear, disturbances in sleep, hallucinations, amnesia,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memory impairments or deficits, impaired judgment and executive functioning
health or recovery targets related to level of independence
skills required to manage their own health (such as knowledge of medication and side effects)
manage safely after transition

Appendix B. Fisher’s process of transition

STAGES

Explain

Anxiety
Happiness

The person experiences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and a lack of control.
There is a feeling of relief that there will be a change, and a feeling of excitement that perhaps there will be
a general improvement. The person also experiences satisfaction knowing that their previously held thoughts to
some degree were true. Fisher describes this phase for the client as "thank goodness something at last has
happened". One of the dangers in this phase is that the individual may perceive there is more to be gained
from the change.
Denial
Lack of acceptance of any change. The person behaves as though change has not happened, and operates in the
old system of thinking.
Fear
As a result of imminent change in their life, they will behave differently, which will affect not only how they
see themselves, but how others see them as well.
Threat
Due to an imminent lifestyle change, they experience uncertainty regarding how to behave the "new" environment
where the old rules no longer apply and new rules will be established.
Guilt
Re-evaluation of self occurs with self-examination of their core beliefs. Guilt can result as the person realizes that
previous actions were inappropriate.
Depression
Lack of motivation and confusion. The person experiences uncertainty about their future and where they "fit-in".
Loss of identity.
Gradual acceptance Here we begin to make sense of our environment and of our place within the change. In effect we are beginning
to get some validation of our thoughts and actions and can see that where we are going is right. We are at
the start of managing our control over the change, make sense of the 'what' and 'why' and seeing some successes
in how we interact -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is links in with an increasing level of
Self-confidence, which in Kellyian terms is defined as an awareness of the goodness of fit of the self in one's
core role structure - i.e., we feel good that we are doing the right things in the right way.
Moving forward
In this stage we are starting to exert more control, make more things happen in a positive sense and are getting
our sense of self back. We know who we are again and are starting to feel comfortable that we are acting in
line with our convictions, beliefs, etc. and making the right choices. In this phase we are, again, experimenting
within our environment more actively and effectively.
Disillusionment
The awareness that the person’s values, goals and beliefs are not compatible with others. The person becomes
disengaged and unmotivated.
Hostility
The person continues to use processes that repeatedly fail and do not result in positive outcomes.
Note: John Fisher, Process of Personal Transition, 2012. (www.businessballs.com/personalchangeproces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