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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 여부에 따른 심질환자의 간호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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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입원 여부에 따른 심질환자의 간호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심질환으

로 입원한 환자에게 자기 스스로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자료 분석

은 SPSS18.0을 이용하였고,결과는 다음과 같다.재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신규 환자의 경우 전체 간호요구는 

4.12±.49점,재입원한 대상자는 3.89±.63점이었고,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6).두 군 모두 간호요구 

하위 항목 중 치료중재 간호요구항목이 다른 간호 요구 항목 보다 높았다.또한  재입원에 따라 두 군 간에 간호 요

구 하위 영역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이 있었고,간호 요구 순위도 각각 달랐다.간호요구 하위 항목 중 신체

적,사회 심리적,교육적,치료적 간호요구는 모두 서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이와 같이 환자의 특성에 따

른 간호요구에 기초 한 간호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제어 : 간호,요구,심장,질환,재입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nursing needs of heart disease patient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admitted. Who had diagnosed heart disease and admitted on a general hospital was collected 

a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from March to June 2012.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 18.0 program. The average of total nursing needs is 4.12±.49 point in patient who were not in 

readmission, and 3.89±.63 point in patient joined readmi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d(p=.046). 

Therapeutic nursing needs are higher than others in nursing needs, in the both groups. Each rank and 

sub-regions is also different nursing needs according to readmission in two group. Physical, Social-emotional, 

educational and therapeutic nursing needs was correlated each other in depth. Therefore, focusing on patient's 

nursing needs according to patient's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to perform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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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3 사망원인은 암,뇌 질환,심장 질환

순으로 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2년 인구

10만명당498명으로약10년 인2001년에비해46.6%

로 증가하 다[1]. 의학과 과학의 발 에도 불구하

고,불규칙한 식습 과 스트 스 등은 심장질환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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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꾸 히 증가시켜 1990년 인구 10만 명당 10.4명에

서,2004년 26.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되어 지 까지 이

르고있고,게다가진단 재술의발달로심 질환

에기인한합병증이늘어나고있어,심장질환발생후합

병증 재입원을 방하기 해 보다 극 인 리가

요구되고 있다[2]. 부분의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그러하듯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 다양한 검사와 약

물 식이요법,시술이나수술등의여러과정을경험하

게되고,이러한과정속에서같은환자일지라도환경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간호요구를

가지게된다[3].특히심질환자는치료후에도다양한증

상들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지속 이고 세심한 노력

에도불구하고언제든재발할수있어[4],재발에 한공

포나 두려움 등의 부정 감정과 반복되는 재입원으로

인한환자자신과가족의부담과더불어개인과가정모

두의삶의질 체에부정 인결과를 래[5]하게된다.

한 재입원한 환자가 오히려 신규환자에 비해 자가 간

호,처방된약물복용법에 한이행등이떨어져재입원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근해야한다는 보고[4]는

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를 정확히 확인하여,그에

한간호를제공하는것이환자의건강증진 반

인 삶의 질 향상[6]에 매우 요하며,바로 이것이

하나의 요한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 다.이

들환자의간호요구에입각한개별화된간호제공은 환

자의 간호요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며,이

는 간호에 한 만족도 증가 뿐 아니라,환자의 질병에

한 지식의 향상,치료 이행증진 질환 련 증상발

의감소와함께 체 인건강증진과향상이라는 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 [7],간호 상자의 욕구에 빠른

응을하게하는것은의료기 으로서경쟁 인우 의

자리매김을 하게[8]하고,결국 잠재 소비 상으로 하

여 의료기 을다시찾게하는결정 지표[9]가된다.

이와 같이 환자의 간호 요구에 한 이해와 우선순 에

한확인은간호제공 에이루어져야할매우 요한

간호의 한 부분이며,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 까지 심질환자에 한 연구는 심질환의 다양한

종류에따라간호요구 일부요인에 한확인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부분 이다[3,4,5,6].심질환은 특성상

지속 인약물복용과증상 리의노력에도불구하고입

원과재입원을반복[10]하게되어,이들심질환자의재입

원여부에따른간호요구 순 를비교하여,심질환자

의 간호요구에 한 보다 구별된 정보를 제공하고,입원

기간호과정을 히 용하게함으로서최 의안녕

상태를 추구하기 한 구별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본 연구를 수행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심질환자의 재입원 여부에 따른 간

호 요구차이와 우선순 를 분석하여,질 높은 간호를 모

색하는데기 자료를제공하고자함이며,구체 인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심질환자의 재입원 여부에 따른 일반 인 특성

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심질환자의재입원여부에따른간호요구차이

를 악한다.

셋째,심질환자의간호요구각하 요인간에상

계를 악한다.

1.3 용어 정의

1.3.1 심질환자

심질환자라 함은 문의에 의해 심장질환으로 진단

받아 계속 인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는 사람[10]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 심장 질환의 치료를 목 으로 입원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심질환자를 말한다.

1.3.2 간호 요구 

Henderson은건강회복,질병 방,건강의유지와증진

안녕상태유지를 해필요하다고지각되는간호활동

을 간호 요구라 하 다[1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

기간동안심질환자가제공받는신체 ,사회·심리 ,교

육 ,치료 재 간호의 4가지 역에 한 환자의 간

호요구[11]를 의미한다.

1.3.3 재입원 

재입원이란,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증상이 재발하여 재입원 치료를 해 일정기간

병원에다시입원하는것을의미하는것[4]으로,본연구

에서는심질환으로처음입원한신규환자와같은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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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년 이내 재입원한 환자로 정의하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입원 여부에 따라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

자의간호요구 각 역별간호요구에 한차이와순

를 비교하고,이들 심질환자의 간호요구별 각 하 요

구 간의 상 계를 알아보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만 19세 이

상자로,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93명이

다.자료는익명으로처리됨과본인이원할경우연구참

여를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렸다.

2.3 연구 도구

2.3.1 간호 요구

심질환 입원환자의 입원 혹은 재입원으로 인한 간호

요구를 측정하기 하여,Seo[11]가 입원 환자를 상으

로 간호요구를 측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본

도구는신체간호요구8문항,사회·심리간호요구12문

항,교육간호요구9문항,치료 재간호요구17문항으

로총46문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많이원한다’는5 ,

‘원한다’는 4 ,‘보통이다’는 3 ,‘원하지 않는다’는 2 ,

‘ 원하지않는다’는1 으로환산하고 수가높을수

록간호요구가높은것을의미한다.Seo[11]의연구에서

신뢰도는 .96이었고,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96이었다.

각 역별 신뢰도는 신체 요구는 .89,사회·심리 요구는

.87,교육요구는 .94,치료 요구는 .9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A시 소재 2개 의료기 의 해당 병동에 연

구목 과취지를설명한후연구를허락받고,2012년3

월부터 6월까지실시하 으며,연구 참여에동의한 상

자가스스로설문지에응답할수있도록하 다.연구

상자에게는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설문

도 언제든지 단할 수 있고,이에 따른 다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 자발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본 연구의 목 이 상자가 생각하는 간호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경우를 심으로 하 으며,설문에 자발 으로 응

답한 경우만 분석 상으로 하 다.연구 상자는 편의

표집법을 이용하여 95명을 모집하 으며,이 불성실

응답2부를제외한93부의설문지가최종분석되었다.설

문지 작성에는 보통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되는 로 회수하 다..G-Power3.1.3[12]을 사용

하여본연구에필요한최소표본수(효과크기,0.3,유의

수 0.05,검정력0.95)는78명으로,본연구의 상자93

명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한 것으로 단된다.

2.5 자료 분석 방법

연구결과를얻기 해SPSSWin18.0 로그램을이

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재입원 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균,표 편차를 이용하 고,

간호 요구는 t-test와 ANOVA로 하 으며,사후 검증은

Scheffétest로 하 으며, 상자의 간호 요구의 하부요

인별 상 계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로 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인 심질환자는 총 93명으로 먼 재

입원한경험이없는신규환자군은성별에따라여성이

27명(55.1%),남성이22명(44.9%)이었고,연령은20-39세

가 6명(12.2%),40-65세가 32명(65.3%),66세 이상자가

11명(22.4%)으로 40-65세가 많았다.학력은 졸 이

상이 28명(57.1%),고졸이 11명(22.4%)순으로 많았고,

종교는 기독교가 17명(34.7%),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37

명(75.5%),용돈은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상자가

48명(53.9%),경제상태는‘’정도가26명(53.1%)로많았

다.

재입원한 상자 군은 성별에서는 남성이 28명

(63.6%),여성이16명(36.4%)로남성이많았고,연령에서

는 20-39세가 4명(9.1%),40-65세가 34명(77.3%),66세

이상자가 6명(13.6%)로 40-65세 연령 군이 많았으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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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졸이상이30명(68.2%)로많았고,종교는없거

나 기타 종교라고 응답한 상자가 16명(36.4%)으로 많

았다.결혼상태는기혼자가34명(77.3%)으로많았고,용

돈은100만원이하가41명(46.1%),경제상태는‘’정도

라고 응답한 상자가 27명(61.4%)으로 많았다.그러나

일반 특성에따른신규환자와재입원환자간에유의

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Table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rt 

disease patient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admitted.   (n=93) 

Variable Categories
Not

Readmission

Re-

admission
2
/p

Gender
Male 22(44.9) 28(63.6) 3.275

(.054)Female 27(55.1) 16(36.4)

Age

(Year)

20-39 6(12.2) 4(9.1)
1.667

(.434)
40-65 32(65.3) 34(77.3)

≧66 11(22.4) 6(13.6)

Education

≦Middle 10(20.4) 8(18.2)
1.497

(.473)
High 11(22.4) 6(13.6)

≧College 28(57.1) 30(68.2)

Religion

Christian 17(34.7) 10(22.7)

1.869

(.600)

Buddhism 13(26.5) 15(34.1)

Catholic 4(8.2) 3(6.8)

Etc 15(30.6) 16(36.4)

Marital

status

Single 3(6.1) 6(13.6)
2.789

(.248)
Married 37(75.5) 34(77.3)

Etc 9(18.4) 4(9.1)

Monthly

allowance

(1.000

won)

<100 48(53.9) 41(46.1)
1.285

(.269)
≧100 1(25.0) 3(6.8)

Economic

status

High 2(4.1) 2(4.5)
.752

(.687)
Moderate 26(53.1) 27(61.4)

Low 21(42.9) 15(34.1)

*p〈0.05

3.2 대상자의 재입원에 따른 간호요구 차이

재입원한 경험이 없는 신규 환자의 체 간호 요구는

4.12±.49 ,재입원한자는3.89±.63으로신규환자가유

의하게 높았으며(p=.046),하 역별로 보면 두 군 모

두 치료 재 간호요구,교육 요구,사회·심리 요

구,신체 요구 순이었고,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던 하 역은 교육 요구(p=.030)다.

각각하 역별차이를살펴보면,먼 신체요구의

하 항목 ‘4.충분한 수면 ’(p=.045),‘7. 한 양 공

식사’(p=.045),‘8.편안하고 쾌 한 환경 제

공’(p=.009)의항목에서신규환자가재입원한 상자보

다유의하게높았다.사회·심리요구는‘2.개인 라이버

시 제공’(p=.029),‘4.불안을 표 하게 함’(p=.017),‘5.불

안감소시키는 한설명’(p=.001)의항목에서신규환

자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교육 간호 요구에서

는 ‘6.자가 간호 교육’(p=.026),‘8.치료식이 교

육’(p=.024),‘9.퇴원 후 진료 교육’(p=.016)의 항목에서

신규 환자가 재입원한 상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 치료 재 간호 요구는 ‘9.제때 담당의에게 알

림’(p=.001),‘13.정맥주사부 찰’(p=.001),‘14. 소변

정상 유지 찰’(p=.001)부분에서 신규 환자의 수가

유의하게 높았고,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역별 순 를 살펴보면 신체 간호 요구는 재입원

을 경험하지 않은 신규 환자는 ‘8.쾌 한 환경 제공’,‘

7. 한 양공 ’,‘4.충분한수면’‘5.안 비’등의

순이었는데,반해 재입원한 상자는 ‘7. 한 양공

’,‘2.시트교체를통한안락한침상’,‘8.쾌 한환경제

공’,‘5.안 비’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심리 간호

요구는 재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신규 환자는 ‘9.주치의

와의만남’,‘5.증상설명으로불안감소’,‘2.개인 라이

버시유지’,‘1.환자의말을주의깊게경청’하는순으로

나타났고,재입원한 상자는 ‘9.주치의와의 만남’,‘1.환

자의 말 경청’,‘2.개인 라이버시 유지’,‘7.병상 생활

응 유도‘순이었다.교육 간호 요구는 신규 환자는 ‘9.

퇴원 시 진찰 교육’,‘8.치료식이 교육’,‘4.합병증 방 교

육’,‘3.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한 처’순이었고,재입

원한 상자는 ‘3.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한 처’,‘5.

자가간호교육’,‘4.질병에 한설명’,‘9.퇴원진찰교육’

순이었다.마지막으로 치료 재 간호 요구는 신규 환자

는‘9.제때담당의에게알림’,‘8.통증에 한조치’,‘1.

환자의호소 찰하여불편감덜어 ’,‘4.의사처방신속

정확처리’순이었고,재입원 상자는 ‘8.통증에 한

조치’,‘1.환자의 호소 찰하여 불편 감 덜어 ’,‘16.혼

자하기힘든일도움’,‘9.제때담당의에게알림’,‘8.통증

에 한 조치’순이었다<Table2>.

3.3 대상자의 간호요구와 하위 요인간의 상관

관계

체 심질환자의 간호요구는 하 요인인 신체 ,사

회·심리 ,교육 ,치료 재 간호요구에서 모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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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Readmission Readmission

t(p)
M±SD Rank

All
Chart

M±SD Rank
All
Chart

Physical
nursing
needs

1.Helpthepatienttomaintainphysicalcleanliness. 3.37±1.10 8

4

3.37±1.06 8

4

.024(.981)
2.Changeapatientclothesandsheetsforacomfortablebed. 3.75±.87 6 3.76±.99 2 -.054(.957)
3.Helpmaintainitcomfortableanduprightposition 3.69±.81 7 3.57±.87 6 .684(.495)
4.Takecareofenoughsleep 4.06±.86 3 3.69±.94 5 2.029(.045)*
5.Adoptsafetymeasurestoavoidhurtingpatient 3.98±.81 4 3.69±.80 4 1.781(.078)
6.Providingapatientexercisetomeetneedinthehospital 3.76±.84 5 3.45±3.87 7 1.850(.067)
7.Supplyaappropriatenutritionandmeal. 4.12±.82 2 3.80±.76 1 2.034(.045)*
8.Provideacomfortableandpleasantcircumstanceforrelaxation. 4.14±.83 1 3.71±.76 3 2.657(.009)*

Average 3.86±.59 3.63±.70 1.754(.083)

social
-emotional
nursing
needs

1.Listentothevoiceofthepatientcarefully(nurse'sattention,kindness) 4.29±.86 4

3

4.31±.34 2

3

.789(.432)
2.Byscreening duringtreatmentforthepatient'sprivacy 4.31±.84 3 3.94±.85 3 2.221(.029)*
3.Duringthehospitalization,helpthepatientenjoyingausefulleisure 3.78±.86 11 3.65±.88 10 .756(.451)
4.Talkwiththepatientand sharewiththeconcernandanxiety
forprovidingamorecomfortableatmosphere

4.24±.86 5 3.82±.86 7 2.435(.017)*

5.Explainthecauseofthesymptomsandreducethelevelofanxiety 4.49±.78 2 3.92±.95 6 3.280(.001)*
6.Respectationonpatient'spersonality,religion,habitandtaste,
understandingthem andshouldhelpthem

3.69±.99 12 3.35±1.03 12 1.679(.096)

7.Helpgetusedtohospitallifeandovercometheirdisease 3.94±.84 8 3.92±.76 4 .143(.887)
8.Helpthepatientparticipateinmakingdecisionsabouttheirtreatment 3.82±.93 10 3.57±.98 11 1.319(.190)
9.Givedetailedanswerstoapatienteverytimeandexplainedabouttreatment
processortestresultsinneedandmakeinterviewwiththedoctorforthem

4.53±.83 1 4.94±5.61 1 -.515(.607)

10.Observeapatientadjusttothehospitalcircumstance 3.94±.76 7 3.65±.86 9 1.756(.082)
11.Encouragepatientstounderstandtheirfeelingsandfeelcomfortable 3.92±.82 9 3.73±.86 8 1.111(.269)
12.Haveaconversationwithpatient'sfamilyandsincerelyanswer
toquestions

4.14±.90 6 3.92±.89 5 1.229(.222)

Average 4.09±.65 3.88±.86 1.393(.167)

Educational
nursing
needs

1.Givedietandexerciseinformation 4.08±.80 9

2

3.80±.89 9

2

1.675(.097)
2.Checking patient'sbadhealthhabitsandhelpthemimprove
itbythemselves

4.10±.81 8 3.90±.90 7 1.175(.243)

3.Copewithsymptomstohappenquickly 4.27±.72 4 4.02±.80 1 1.664(.099)
4.Explainhowtopreventcomplications 4.29±.76 3 4.00±.79 3 1.902(.060)
5.Explainhowtomanagebyoneselfaboutdiagnoseddisease 4.27±.83 5 4.02±.80 1 1.558(.122)
6.Duringthehospitalization, informtheself-careeducation
topatientsafterdischarge

4.22±.90 7 3.82±.86 8 2.267(.026)*

7.Informpatientandfamilyabouthealthproblemafterdischarge 4.25±.74 6 3.98±.88 5 1.694(.093)
8.Explainthedietofadmissionordischarge 4.33±.79 2 3.96±.84 6 2.292(.024)*
9.Inform patienttoreceiveregular-treatmentsafterdischarge 4.35±.77 1 3.98±.75 4 2.455(.016)*

Average 4.24±.64 3.94±.73 2.200(.030)*

Therapeutic
nursing
needs

1.Observepatients'symptomsandtheirrequestscarefully
andmakeitmorecomfortable.

4.27±.80 10

1

4.04±.84 13

1

1.423(.158)

2.Havesufficientknowledgeabouttestandtreatmenttobecarryout 4.37±.87 7 4.10±.77 7 1.643(.104)
3.Encouragethemtocooperatebeforeexamination,treatment
throughthedetailedexplanationofthepurpose,orderandmethod

4.24±.84 11 4.14±.79 4 .567(.572)

4.Carryoutdoctor'sprescriptionquicklyandaccurately 4.39±.83 4 4.10±.85 6 1.733(.086)
5.Onmedication,checkthenurse'snameanddoseapatientcorrectly 4.38±.91 6 4.06±.88 12 1.630(.106)
6.Onmedication,telltheprecautionsrelatedtodosageandefficacyofdrugs4.31±.81 9 4.08±.81 10 1.428(.156)
7.Whenyousendthepatienttotheoperatingroom,makesure
thatdepartmentofradiology,labpreparatoryproceedwell

4.20±.85 12 4.08±.76 9 .710(.480)

8.Whenthepainissevere,taketheappropriateaction 4.49±.83 2 4.20±.82 1 1.734(.086)
9.Tocarefullycheckthestatusofthepatientand
justincaseofthepatientinbadcondition,inform thedoctor

4.61±.75 1 4.18±.83 3 2.677(.009)*

10.Checkingtherestrictionofdietaryintakeandwatertreatment
beingwell-kept

4.12±.71 14 3.88±.83 15 1.553(.124)

11.Performsnursing(treatment,medication)toperformskillfully 4.39±.80 5 4.10±.82 5 1.786(.077)
12.Checkouttheresultsafternursingtreatmentorprescribeforapatient 4.35±.80 8 4.02±.90 14 1.958(.053)
13.Oftenchecktheproperspeedandswellness
whenitgottheintravenousinjection

4.45±.83 3 4.10±.87 8 2.048(.043)*

14.Checkwhetherurineandfecesfunctionwellornot 4.12±.36 13 3.73±.91 17 2.162(.033)*
15.Checkcarefullywhetherthepatientgetusedtohospitalfoodwell
ornotwiththeinterestofnutritionalstatus

4.04±.92 15 3.80±.84 16 1.382(.170)

16.Helppatientwhoistoohardtoworkbyalone 4.00±.94 16 4.20±.92 2 .447(.656)
17.Oftenobservedafterthetreatmentandcheckabnormalities 4.20±.92 12 4.06±.83 11 .771(.442)

Average 4.29±.68 4.04±.70 1.818(.072)
Totalaverage 4.12±.49 3.89±.63 2.025(.046)*

*p〈0.05

<Table 2>. Comparison of nursing needs of heart disease patient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admitted.                                                                               (n=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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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양의상 계를보 고,그 치료 재 간호요구

와 사회⋅심리 간호요구(r=.712,p<.001),치료 재

간호요구와 교육 간호요구(r=.763,p<.001)는 매우 높

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Table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rea of nursing 

needs                              (n=93)

Physical
Social-
emotional

Edu-
cational

Thera-
peutic

Physical 1
Social-
emotional

.560*
(.000)

1

Edu-
cational

.513*
(.000)

.683*
(.000)

1

Thera-
peutic

.616*
(.000)

.712*
(.000)

.763*
(.000)

1

*p〈0.05

4. 논의

본 연구는 인간 심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인

간호실천을 해 심질환자의 개별화된 간호요구를 확인

하여구별되고질 인간호를제공하기 하여실시되었

다.심질환자의 체 간호 요구는 재입원경험이 없는 신

규 환자의 경우 4.12±.49 ,재입원한 상자의 경우

3.89±.63으로나타났다.이는신규환자의경우는입원환

자의간호요구3.89 [11],입원 기의 노인환자3.93

[13], 환자실 심질환자의 3.73 [14]보다 높았고,재입

원 환자와는 비슷한 수 이었다.그러나 본 연구의 재입

원한 상자의 수와 신규 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

구의결과가비슷하다는것은심질환환자의간호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단할 수 있다.이는 심장이라는

기 이 생명과 직결되고,이의 문제는 차후 어떤 변화를

유발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14]과 낯선 병실 입원

[11],질병으로인한피로,흉통,호흡곤란,수면장애와같

은증상경험이죽음에 한공포,삶의질 하,높은불

안[15]을 래하 기때문으로질병의진행과 후 환

경에 한 간호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실제로

본연구에서각 별간호요구에서신체 간호요구

를살펴보면재입원을경험하지않은신규환자는‘8.쾌

한 환경 제공’,‘7. 한 양공 ’,‘4.충분한 수면’

‘5.안 비’등의순이었고,재입원한 상자는‘7.

한 양공 ’,‘2.시트교체를통한안락한침상’,‘8.쾌

한 환경제공’,‘5.안 비’순으로 나타났으며,교육

간호 요구의경우는재입원 경험이없는신규환자는‘9.

퇴원 시 진찰 교육’,‘8.치료식이 교육’,‘4.합병증 방 교

육’,‘3.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한 처’순이었고,재입

원한 상자는 ‘3.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한 처’,‘5.

자가 간호 교육’,‘4.질병에 한 설명’,‘9.퇴원 진찰 교

육’순으로 나타나 재입원 환자의 경우 심질환으로 재입

원을경험을하게됨으로 ‘3.일어날수있는증상에 한

처’가 제일 우선 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그러

나 신규환자의 경우도 치료식이나 합병증 방 등 심질

환치료에 한교육 간호요구가제일 심이높았던

것으로보아재입원환자와같은상황으로이해될수있

다.심질환의 특성상 재입원을 할 가능성이 체 환자의

90%이상이라는 보고[4,19]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에 한 지식,자가 간호 등 심질환에 한 교육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재입원 경험에 따라

요도를 달리한 세심한 간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의 간호요구 역별 순 에서 신규환자나 재

입원환자모두치료 재 간호요구가가장높은간호

요구를 나타내었고,다음으로 교육 ,사회·심리 ,신체

간호요구순으로나타나,신체 간호요구가가장낮

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입원환자[11],노인환자[16],

환자실 입원한 심질환자[14]를 상으로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 부분의 환자가 치료 재 간호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치료 재 간호요구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신규 환자의

경우 ‘9.제때 담당의에게 알림’,‘8.통증에 한 조치’,

‘1.환자의호소 찰하여불편감덜어 ’,‘4.의사처방신

속 정확처리’순이었고,재입원한 상자는 ‘8.통증에

한 조치’,‘1.환자의 호소 찰하여 불편 감 덜어 ’,

‘16.혼자 하기 힘든 일 도움’,‘9.제때 담당의에게 알림’,

‘8.통증에 한조치’순으로재입원에따라조 다름

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환자실에 입원한 심질환자를

상으로한Lim[14]의연구에서‘체온맥박을보다정확

히,의사처방의정확하고신속한처리,환자상태에 해

자주 찰 해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은 본 연구의

치료 재 간호요구 세부 항목의 순 와 거의 비슷하

여,심질환자자신이심장질환에 한 을스스로지

각하고 좀 더 세 하고 자세하면서도 신속하게 간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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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 된 것[14]으로 생각되며,이

들 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손길이 좀 더 섬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교육

간호요구의세부항목은‘6.자가간호교육’(p=.026),‘8.

치료식이교육’(p=.024),‘9.퇴원후진료교육’(p=.016)의

항목으로 재입원 경험이 없는 신규 환자가 유의하게 높

았는데,이는 상이같은심질환자[14,17]와입원으로연

구조건이비슷했던Seo[11]의연구는하 요인을항목

별로 비교 하지 않아 직 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상이 다른 연구[14,16,18]와는 유사한 결과로 재입원한

경험이 없는 신규 환자의 경우 좀 더 자가 간호,치료식

이,퇴원후교육등질병에 한지식과 리에 한교

육에 보다 치 해야 함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 재입

원경험이없는 상자는‘9.퇴원시진찰교육’,‘8.치료

식이교육’,‘4.합병증 방교육’,‘3.일어날수있는증상

에 한 처’순이었고,재입원한 상자는‘3.일어날수

있는 증상에 한 처’,‘5.자가 간호 교육’,‘4.질병에

한설명’,‘9.퇴원진찰교육’순으로재입원에따라조

씩 차이가 있어 상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심질환

의원인,증상,치료,간호 방에 한교육 간호가

필요하다고하겠다.Gil[4]의연구에따르면재입원한

상자가오히려자가간호이행,처방된약물복용권고에

한환자의이행을보는약물순응도그리고질환에

한 지식이 신규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은 재입

원한 상자에 한재발방지를 한 재와교육이시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이는 신규 심질환자

의 90%이상이 재입원한다는 연구결과[4,19]를 볼 때 증

상 리와 재를 한자가간호교육과자발 치료이

행을 한동기부여와질환에 한교육들이반드시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한 본 연구에서 교육

간호 요구와 치료 재 간호요구가 가장 상 계

가 높았던 것도 이를 지지한다.

근래에 환자는 스스로 필요로 하는 간호를 요구할 뿐

아니라제공받은치료나간호를평가하는능동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간호의 목 이 환자로 하여 최

의안녕상태를유지하수있도록도움을제공하는것[9]

이라 할 때,개별화 되고 체계 인 질 높은 간호를 제공

하기 해서는보다정확한환자의간호요구를확인해야

한다.본 연구를 통하여 재입원 경험에 따라 심질환자의

간호 요구의 차이와 순 를 살펴보았고 이들 항목들을

비교 분석함으로 상자의 간호 만족도를 높이기 한

기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재입원 여부에 따른 심질환자의 간호 요구

와 우선순 를 알아 으로서 질 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실시된 서술 비교 조사 연

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재입원 여부에 따라 일반 특성에 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상자의 체간호요구는재입원경험이없는

신규 환자가 4.12±.49 ,재입원한 상자가 3.89±.63으

로신규환자가유의하게높았으며(p=.046),하 역별

순 를 살펴보면,재입원한 상자와 재입원 경험이 없

는 신규 환자 모두 치료 재 간호요구,교육 요구,

사회·심리 요구,신체 요구순으로나타났으며,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하 역은 교육 요구

(p=.030)다.

셋째,간호요구 하 요인간의 상 계에서는 체

간호요구의하 요인인신체 ,사회·심리 ,교육 ,치

료 재 간호요구 모두 서로 양의 상 계를 보 다.

이상의연구결과로심질환자의재입원에따라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구별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본 연구 결과가 일개 병원에 한정된 환자수로

연구하 으므로 심장 질환자에게 일반화되기 해서는

반복 인 연구가 필요하며, 한 심질환자에게 보다 세

심한 간호를 제공하기 하여 심질환의 세분화,임상

장다양성에 한고려등을통한보다세 한연구가계

속된다면,환자에 한깊이있는이해를통해간호수행

시 우선 으로 필요한 간호행 를 측하여 진행할 수

있어 환자의 간호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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