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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개발

본 연구는 복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간호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기 위한 방

법론적 연구이다.

동영상 개발 과정은 문헌고찰과 환자 면담을 근거로 수술 간호 요구를 추출하였고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거쳤다. 시나리오를 완성하여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거친 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 10명이 시나리오를 검토하

였다. 제작은 내레이션 녹음, 촬영, 편집의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가편집된 동영상으

로 수술 교육을 한 후에 적절성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최종 편집한 동영상이 완

성되었다.

본 연구의 동영상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과 수술 후 회복중인 환자 면담을 통하여 ‘수술 동의서 쓰는 목적과 방

법’, ‘수술 전 각종 검사 설명’, ‘수술 전 금식’, ‘수술 전 투약설명’, ‘수술부위 청결

및 수술 전 최종 준비’,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 (목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전신 마취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가래 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조기이상’, ‘통증관리’, ‘수

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수술 후 구역, 구토’, ‘수술 후 열감’, ‘음식

섭취 시기 및 방법’의 18가지 간호 요구를 추출하였다. 수술 간호 요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는 CVI 0.95, 각 항목별 CV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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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1.00로 모든 항목에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2. 완성된 시나리오 내용 전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는 CVI 0.95, 각 항목별 CVI는

0.83-1.00로 모든 항목에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시나리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하여 일반인 10명이 검토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3. 동영상 제작은 시청각팀, 내레이터 그리고 출연진이 총 다섯 번의 회의와 한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녹음, 촬영,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

4. 가편집된 동영상의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명의 복부 수술 예정인 환자

를 대상으로 내용의 난이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절성, 음향의 질, 화면의 질 항목을 설문하였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는 1점, ‘매우 동의 한다’는 5점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점수는 4.5-4.9점으로 모든 항목이 고른 만족을 보였다. 설문 후에 최종 편집하여

동영상을 완성하였다.

실제 임상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을 적용하여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전·

중·후 받게 될 간호를 사전에 간접 경험하게 하고 교육 내용을 반복 시청할 수 있

게 하여 수술 간호의 이해와 자가 간호 수행률을 높여 수술 후 회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교육의 효

과를 입증하기 위한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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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6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기점으로 국민 의료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다(신영수, 2007). 2000년대 들어와서 민간 의료 보험이 활성

화 되고(허순임, 2013)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 정보의 획일화 및 확대 되어 병원

에 입원하는 환자 수와 충수절제술, 담낭절제술, 내시경적 담도수술, 허니아수술, 자

궁절제술, 위절제술, 간부분절제술, 간색전술 등 복부 수술을 받는 환자 수는 2006

년 1,237,911명에서 2011년 1,441,337명(한국 통계청 자료)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술 전 간호에는 수술에 대한 심리, 사회적 반응에 대한 사정, 합병증 예후와 관

련된 생리적 사정, 수술 전 간호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제공, 장 준비, 피부준비,

수술 전 투약 등의 수술을 위한 최종 준비가 있다(Black & Hawkis, 2013). 특히 수

술 후에는 호흡기계, 감염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

고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교육을 통한 지식제공으로 스스로 치료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지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강명경, 손경희 & 이갑

녀, 2011)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는 각 환자의 즉각적인 요구에 맞추어 져야 하는데

(Orlando, 1960) 이미애(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에 관한 설명 및 자료 제공이 환자

들이 지각한 간호 서비스의 기대와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

술 간호 요구는 수술 결정 후부터 수술이 끝 날 때까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신체, 정신, 사회, 교육, 환경 및 영적인 측면의 요구를 말한다

(Endacott, 1997). 간호 만족도 향상과 전신 마취 후 회복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술 교육은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공해야 하지만 기존의 수술 교육자

료(김현정, 2011; 송승희, 2008; 홍영란, 2007; 박미정, 2006; 김춘길 & 문미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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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영, 이상윤 & 양경미, 2010; 박정숙, 이미화 & 이혜란, 2011)는 대부분 문헌고

찰이나 전문가의 의견만을 토대로 만들어 지거나 환자의 수술 전 간호 요구만을 확

인(김미경, 2008; 황연자 외, 2003)하여 제작된 교육 자료였다. 즉, 회복중의 환자 면

담을 통해 수술 전·중·후의 간호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

지는 않았다. 일 연구에서도 환자와 간호사의 수술 전 교육정도에 대한 지각 차이

가 있음(홍성희, 1999)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주는 교육과 환자가 원하는

교육 내용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료 개발의 첫 단계는 환

자의 교육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간호 교육의 매체로는 구두설명, 소책자, 동영상(강희영 외, 2010)등이 있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학습내용을 읽기만 했을 때보다 듣고 본 것을 5배정도 더 잘 기억

할 수 있어(이갑순, 1998) 전통적인 인쇄 매체로 교육받은 사람보다 시청각적인 방

법으로 교육 받은 사람이 학습 성적이 높고 시간도 효율적이다(Belfry & Winne,

1988). 이상윤(2009)의 연구에서도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밝혀

내었다. 또한 시청각 자료는 반복해서 볼 수 있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고 활자를

투입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 리플랫의 장점이 더해진다. 수술 전의 환자는 불안과

공포로(구은정 & 김주성, 2011) 지각 영역이 좁아져 동시적인 사건과 정보를 한 번

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김조자 외, 2002) 동영상을 통한 반복 교육이 효과적

이다. 또한 구두 설명 등의 전통적 방법의 간호 교육은 간호사의 개인적 능력에 따

라 교육의 질에 차이가 나기도 하고(김영미 외, 2013) 현장에서 바쁜 간호사는 환자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므로(장세정, 2000)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은 임상

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영상 매체를 통한 수술 전 교육은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된

동영상 교육 자료는 내용 구성에서 부족한 면이 보여 진다. 환자는 수술의 대소에

관계없이 마취, 통증, 예후 및 수술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황연자 외,

2004) 입원 시, 수술 준비 시, 수술실을 향할 때, 수술 직전, 수술 후 회복과정 중에

불안을 느낀다. 특히 수술실 안에서 크게 증가하여(함태수, 조현성 & 서성원, 2005)

수술실 안의 상황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의 불안을 줄여주어야 한다(LAIL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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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간호사는 수술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술실 환경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므로(홍성희, 1999)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자료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수술실이나 회복실에서 일어나게 될 경험, 마취와 관련된 내

용이나 감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동영상 교육 자료는 정연정 외(2001)의

‘수술 전 간호정보제공을 위한 비디오 테이프의 개발'과 강경숙(2009)의 연구 외에

찾아볼 수 없다. 역시 Mordiffi(2003)의 연구에서도 마취 과정이나 수술실 환경에

관한 교육 요구가 높았지만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수술 전 중 후 그리

고 전신 마취 후 회복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가 필요 하

다. 또한 통증은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홍상현

외, 2008)으로 최근 자가 통증 조절기(대한마취과 학회, 2009)를 이용하여 수술 후

급성통증을 조절한다. 세계적으로 1990년대 들어와 널리 확산 되었고(Wubrman et

al, 2007)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이후로 자가 통증 조절기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수술 교육에는 통증관리 뿐 아니라 자가 통증 조절기에 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포

함되어져야 하지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Acute

Pain Management, 2012) 소책자를 이용한 교육자료(이명희, 2005; 전혜원, 김분한

& 이순우, 2010)가 대부분이고 이 내용을 포함한 수술 주기 교육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수술 후 회복 과정중의 환자 면담을 통해서 수술 간

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과 문헌고찰을 통해 수술 주기 간호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한 수술 간호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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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복부 수술 환자의 수술 간호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2)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수술 간호 동영상을 개발한다.

3. 용어정의

1) 수술 간호

이론적 정의: 수술 전반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수술 주기(Perioperative

period)라고 하며 마취, 수술, 회복의 과정을 포함하며 수술 전(Preoperative), 수술

중(Intraoperative), 수술 후 (Postoperative)를 말한다(Black & Hawks, 2013). 수술

전 간호에는 수술에 대한 심리, 사회적 반응에 대한 사정, 합병증 예후와 관련된 생

리적 사정, 수술 전 간호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제공, 장 준비, 피부준비, 수술 전

투약 등의 수술을 위한 최종 준비가 있다. 또한 수술 중 간호는 환자가 수술실에

입실하여 마취와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동안의 간호이며 수술과 마취가 끝 난 후

환자가 회복되도록 신체기관과 조직의 기능 회복 및 유지, 불편감과 통증의 경감,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등은 수술 후 간호이다(김금순 외, 20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회복의 과정을 포함한 수술

주기에 제공되는 간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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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부 수술 환자

이론적 정의 : 복부 수술(Abdominal surgery)은 복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로서 충

수 절개술, 자궁 절개술, 서혜부 탈장 복구술, 복강 절개술, 복강경 수술을 포함한다

(Broek et al, 201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위암(Stomach Cancer), 간암(Liver Cancer), 난소암

(Ovary cancer), 자궁암(Uterine Cancer), 대장암(Colorectal Cancer)의 진단명으로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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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복부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에서 나타난 환자

의 수술 간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간호 요구도가 높은 순으로 교육 자료

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은 기존의 동영상 교

육 자료의 내용, 제작 방법, 효과 등의 고찰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시나리오

의 내용은 근거에 기반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술 간호 교육의 고찰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술 간호 요구, 동영상 교육자료, 수술 간호 교육을 문

헌고찰 하고자 한다.

1. 수술 간호 요구

Maslow(1970)는 인간의 욕구를 건강유지에 필요한 생리적, 심리적 요소로 초점을

두었고,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존감 욕구, 자아실

현의 욕구의 다섯 가지 본능적 요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며 간호는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것이다(Craven, Hirnle & Jensen, 2013).

Handerson(1966)은 환자는 14가지의 기본 간호 욕구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

고,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돕는 행위를 간호로 정의하여 환자의

기본 요구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bdella(1960)는 대상자의 간호 요구와 간호 문제의 목록으로 간호 문제의 유형을

21가지로 나누었다. Orlando(1960)는 환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간

호를 필요하게 되고 간호사가 제공하는 도움은 각 환자의 즉각적인 요구에 특별히

맞춘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여러 간호 이론가들은 환자를 간호의 능동적

참여자로 보고 간호사가 환자의 요구를 사정하여 문제를 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간호 요구도란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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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이미순, 2001). 특히

수술 환자들의 문제는 간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간호사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간호의 요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간호계획을 통한 간호활동 및 평가로 환

자가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김은경, 엄

미란 & 정지영, 2008; Geitgey, 1969). 수술환자의 간호 요구란 수술 결정 후부터

수술이 끝날 때 까지 환자가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신체, 정신, 사회, 교육, 환경

및 영적인 측면에서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Endacott,

1997).

김은경 외(2008)는 환자가 인지한 간호 요구도를 입원 시점에 따라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 간호 요구로 나누었고, 환자의 수술 전 후 간호 요구도를 교육적 요구,

치료 중재적 요구, 신체적 요구, 사회 심리적 요구로 분류하였다.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요구를 확인한 최혜금(1993)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 간호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수술 전 간호 요구 중에서도 검사에 대한 설명, 조기 운동에 대한 설

명, 비위관에 대한 설명, 마취에 대한 설명의 순으로 교육적 측면의 요구가 높았다.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대장 수술 환자의 정보 요구

를 파악한 Sjöstedt et al(2011)의 연구에서 환자마다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불안

감소를 위한 정보 요구도가 높고 수술과 마취의 전반적인 상황과 통증 관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후 불안과 수술 후 통증에 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지은(2013)의 연구에서 수술 후 보다 수술 전 불안정도가 더

높았고 불확실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환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간

호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술 전 정보 제공이 복강경 질식

자궁적출술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교육의 효과는 오유경(201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지연(2007)의

연구에서 회복실 환자의 간호 요구도는 신체적 요구, 교육적 요구, 환경적 요구, 정

서적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도

를 살펴보면 마취 종류, 진료과명, 자가 통증 조절기의 유무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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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전신마취를 받고 자가 통증 조절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차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 요구도란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바라는 상태(what should be)와 현재의

상태(what is)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gap) 또는 차이(discrepancy)를 의미한다(한정

선 외, 2008). 수술 전 전신마취의 간호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자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김명숙(2010)의 연구에서는 전신마취 후에 예상되는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설명, 심호흡, 그리고 기침법의 설명에 대한 간호 요구도가 가장 높

았고, 수술 후 통증 관리 방법과 마취 전 투약에 대한 목적과 불편감 설명에 대한

간호 요구도, 전신 마취 전 금식의 설명에 대한 간호 요구도가 차례로 높은 순이었

다.

Davis et al(2014)은 68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주기 간호 요구도를 조사

하였고 입원하기 전, 수술 당일 수술실, 회복실의 시기로 나누었다. 입원하기 전에

는 수술 후에 통증 조절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는 수술실에서의 사생활 보호 등 존중받길 원하는 요구도, 수술 전 준비에 대한 설

명의 요구도 순으로 높았다. 또한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도와 실제로 간호

받은 정도를 1점 ‘제공받지 못했다’에서 3점 ‘제공받았다’로 조사했을 때 평균 2.9으

로 간호 요구도와 실제 제공 받은 간호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몇몇의 연

구에서 환자의 수술 간호 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지한 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일부 종합병원 수술 환자의 간호 요구도와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를 조사한

최미경(2000)의 연구에서는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불

안감소, 수술 전 각종 검사의 목적 설명,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설명에 관한 부분이

제공된 간호에 비해 간호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

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7명의 환자에게 실제 제공된 수술 전 정보와 환자

의 요구를 비교한 Mordiffi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58.2%의 환자들이 마취와 관

련된 정보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66.7%의 환자들이 불충분하게 교육받았

다고 하였다. 보통 환자는 수술이라는 경험을 처음해보기 때문에 수술 전·후 원하

는 교육 요구도를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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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회복 중인 환자에게 면담을 통하여 수술 전 바라는 상

태와 현재 상태의 교육적 요구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헌고찰에서 환자의 수술 간호 요구의 교육적 측면 가장 높았고 수술 후 불안보

다 수술 전 불안정도가 더 높음을 알았다. 불안은 환자의 회복을 늦추기 때문에 교

육을 통한 정보 제공이 효과적인 간호 중재이지만 선행연구에서 환자의 간호 요구

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가 상이함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은 면담을 통해 교육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제작하여 환자의 수술

전 불안을 줄이고, 자가 관리 등의 교육의 효과를 높여 회복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동영상 교육자료

간호 교육의 매체로는 구체적인 매체 없이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비 구조적 방

법인 구두설명과 소책자, 동영상 등과 같이 환자의 기억과 실천에 효과적인 구조적

방법이 있다(강희영, 손경희 & 이갑녀, 2010; 안주연, 2009). 최근 텔레비전이나 인

터넷과 같은 시각적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영상매체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황연

주, 2003).

리플렛이나 소책자는 환자 교육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효과적이기

때문에(김영미 등, 2013)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수 방법이며 박정숙 외(2011), 이희

선 & 안지혜(2008), 김춘길 & 문미선(1999), 민수현(2008), 홍세진(2010) 등이 시도

하였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 환자에게 파워포인트와 소책자를 이용하여 수술 교육

을 하였을 때 수술 후 자가 간호 지식, 자가 간호 수행 및 간호 결과에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정혜임, 2012).

하지만 리플랫이나 소책자는 활자화된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에 따라 이해도

가 다를 수 있고 간호사 개인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김영

미 외, 2013). 대장암 수술 환자의 회복촉진을 위해 소책자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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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2010)의 수술 교육은 1회에 30-40분, 총 4회를 제공하는 간호 중재였고, 소책

자를 이용한 전혜원, 김분한 & 이순우(2010)의 자가 통증 조절기의 교육은 15분이

소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 중재는 교육 시간이 길어 실제 적용했을 때 과도

한 업무와 직업적 특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한국의 임상간호사

에게(염은이 & 전해옥, 2013)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자와 이미지의 시각적인 면에 국한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리플랫과 소책자에 비

해 교육용 동영상은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이영환, 2011). 동영상과 책자를 이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

인한 정현철(2008)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입원생활 이해도와 간호 만족도가 향상되

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수술 전 교육에 있어서 동영상 교육 자료는 실제 닥치게

될 수술실의 환경을 역동적 감지할 뿐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환자가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이다(강경숙, 2009). 또한 심호흡, 가래

뱉기, 조기이상, 자가 통증 조절기의 사용 등은 환자가 수술 후에 직접 수행해야 하

는 영역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한 사전 학습은 환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사는 현장에서 너무 바빠 환자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장세

정, 2000) 동영상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보 제공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108명의 외과 수술 환자에게 Digital versatile disc(DVD)를 이용하여 수술 전 교

육을 제공한 Evrard et al (2005) 의 연구에서 71%의 환자가 교육이 좋다고 대답했

고 83%의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DVD교육을 권장하여 동영상 교육이 환자에게 긍

정적으로 받아들여짐을 확인하였다. West, Bittner & Ortiz(2014)는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교육 동영상을 개발했다. 내용은 수술실에

서의 의료진 소개, 사전에 마취과 의사와 환자가 인터뷰하는 모습, 정맥 주입의 과

정, 전신마취의 과정, 수술 과정, 회복과정, 회복과정에서의 환자의 불편감 등을 포

함하였다. 이 동영상의 효과를 본 실험에서 교육 유무 관계없이 환자의 지식수준은

동일하였지만 동영상을 시청한 환자의 불안이 감소하고 만족도가 상승함을 확인하

였다. 자궁 적출술 환자에게 교육 유무에 따른 잔뇨량, 가스 배출 및 불안 감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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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한 강경숙(2009)의 연구에서 동영상 교육을 받은 환자의 가스 배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지만 교육 받은 환자의 불안이 감소되지 않아 심리, 정서적 간호를

포함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복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동영상에는 수술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최

효진(2005)의 ‘동영상 CD를 이용한 수술 전 교육이 수술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

향 – 전 자궁 적출술 환자를 대상으로’ 가 있는데 이 교육용 동영상에는 수술 전

간호와 수술 후 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영상 시청 시기가 수술

직전의 수술실이었기 때문에 동영상 교육이 환자의 불안, 혈압, 그리고 맥박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궁적출술 환자에게 인쇄매체와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김정희(2005)의 교육 동영상은 수술실과 전신마취의 과정의

내용을 제외하고 수술 전 간호와 수술 후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제작 되었다. 하지

만 이 동영상으로 교육받은 환자군과 인쇄매체로 교육받은 환자군의 수술 전 불안,

수면 만족, 수술 후 운동량에 차이가 없었다. 동영상 교육 자료에 실제 닥치게 될

수술실의 환경에 대한 사전 교육과 조기 이상에 관한 내용이 필요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동영상 교육은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로 효과적이지만

기존의 자료에서 불충분한 내용 구성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하였

다. 이에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동영상에는 수술 전 간호, 수술실과 회복실의 환경

에 대한 내용, 전신마취에 관한 내용, 수술 후 자가 관리 등의 수술 주기 내용을 모

두 포함하여 제작해야 할 것이다.

3. 수술 간호 교육

많은 선행 연구에서 수술 전 교육 및 간호 정보제공이 자가 간호 지식과 (홍영란,

2007) 자가 간호 수행률을 높이며(최미정 외, 2011) 정보 부족과 관련한 환자의 불

안을 감소시킨다(전경란, 1992)고 하였다. 즉, 수술 간호 교육은 수술 후의 합병증

예방과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지식을 터득하여 실행에 옮기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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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된다.

수술 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먼저 입원 후 환자를 돌보게 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의 소개가 필수적이며, 모든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

자를 돌보고 협력할 것임을 소개하고, 수술 후에 가능한 빠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목표임을 설명해야 한다(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2004). 병력,

신체검진, 수술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X-ray촬영과 수술 부

위의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CT, MRI 촬영 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조경

숙 외 2013).

수술 간호 정보 제공은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필수적인데 보호자의 불안

정도는 수술 전·후 보다 수술 중에 느끼는 불안정도가 가장 컸다(이연회, 2003). 이

에 간호사는 수술을 받는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수술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광판을 통해 수술 시점 정보를 제공하고 (홍희정 & 이명애, 2000) 수술을 하는 동

안 가족이 기다리면서 머물 수 있는 지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Black

& Hawks, 2013).

수술 실 들어가기 전에 수술 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신 마취를 한

후(김조자 외, 2002) 수술 직후에 회복실에 입실하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것임을 알린다. 상태가 회복되면 일반 병실에 입실하거나, 더 집중

적인 관찰을 요하면 중환자실에서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간호 받을 수 있음을 교육

해야 한다. 회복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 유제복 외(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

년 환아의 불안, 섬망 및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수술 실 입구의 모습, 수술

전 간호, 마취 과정 그리고 회복 시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홍성희(2000), 주미자

(2002), 김명숙 & 박광희(2012)가 시도하였다.

회복의 초기단계에서 매우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요하며 특히 주요 수술을 받은 환

자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 마스크나 비위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

뇨관을 통하여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정맥 혈전을 예방하는 간호를 시

행하고, 감염과 오심. 구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

다. 또한 수술 후 조기 이상을 격려하여 정맥 혈전증, 폐 합병증 등을 예방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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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ds Network, 2004) 도와야 한다.

또한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

하기 위하여 심호흡, 기침 연습, 가래 뱉기 등을 시행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

기를 교육해야 한다. 수술 전 체계적인 심호흡 교육을 받으면 수술 후 체온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흉부 X선 소견에서 감염 소견이 줄어든다(김순실 &신정희

1997). 폐의 팽창 정도가 미리 설정된 수준에 도달하도록 대상자를 격려하고, 수술

후 폐포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폐 활량계와 같은 호흡 보조 장치 사용을 교육하는

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수술 후 매시간 5~10번 정도 사용하도록 가르치

고 있다. 기침을 하는 동안 수술 부위를 받치고, 심호흡을 3번한 후 폐의 깊은 곳으

로부터 기침이 나오도록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심호흡이 기침반사를 자극하여 정체

된 분비물을 움직일 수 있게 하므로 기침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Black & Hawks, 2013).

수술환자의 수술 후 통증 관련 요인을 분석한 김희언(2011)의 연구에서는 위절제

술,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광범위적 개복술, 복강경 담낭 절제술, 간엽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후 최초 통증강도가 다른 수술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복부 수술 환자의 통증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수술 후 통증은 참기

보다는 미리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Brydon & Asbury, 1996) 통증이 시작 되

자마자 또는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통증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이은옥 & 최명애,

1993). 하지만 자가 통증 조절기(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를 사용하는 대

상자의 43.1%가 통증이 9~10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통제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이종경, 2005) PCA 사용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통증 양상과 통증 조절의 필요성, PCA 사용법, 약물 중재, 통증

조절과 관련된 잘못된 신념 등을 교육한 이희선 & 안지혜(2008)와 복강경 위절제

술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 주경원(2013)의 연구에서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통증 조절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간호 중재가 교육임

을 확인하였다. PCA 환자 교육은 수술 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내용은 정의, 통증

조절의 목표, 작동법과 기능, 버튼의 안정성, 보호자의 사용과 관련한 위험성,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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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관리 할 내용, 부작용, 통증 조절 실패의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San Diego Patient Safety Council, 2009).

종합해 보면 수술 간호 교육에는 수술 전 검사, 수술 전 준비, 수술 전 처치실·수

술실·회복실에서 제공받을 간호, 마취와 수술에 대한 설명, 수술 후 자가 관리, 수

술 후 받게 될 간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수술 환자의 교육은 내용이 방대하

고 수술 주기는 일련의 과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수술 주기 과정

을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교육은 효과적이며 환자가 치료와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도록 하여 회복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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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신 마취를 받고 복부 절개 수술 후에 통증관리를 위하여 자가 통증

조절기를 부착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간호 동영상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1) 교육 동영상 개발

1) 문헌고찰

자료검색과 검토는 2014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검색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8일까지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Database는 국내 논문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4U), 한국

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및 KoreaMed이었고, 국외논문은 PubMed, EMBASE

이었다.

문헌고찰을 위한 주요 단어는 ‘Preoperative information needs’, ‘Preoperative

educational needs for abdominal surgery patients’, ‘Preoperative educational

needs undergoing abdominal surgery’, ‘Patient needs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수술 전 교육 요구’, ‘수술 간호 요구’, ‘전신 마취 교육 요구’, ‘수술 전 교

육’, ‘마취 전 교육’이었다. 또한 광범위한 개념인 복부 수술의 의미를 명확 하게하

기 위하여 Gastrointestimal surgery, Surgery with liver disease, Gyn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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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위 절제 수술, 간 절제술, 위장 수술, 자궁 절제 수술을 포함시켜 문헌고찰

하였다.

2) 수술 환자 대상 면담

서울 Y대학 부속 병원 IRB 승인(승인번호: 4-2014-0108)된 후 4월 9일부터 11일

까지 면담하였고 전신 마취로 복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각 15분간 진행하였다. 수술 후 48시간에 병실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7명의 환

자는 1인실 사용자였으며 3명의 환자는 다인실 이용 환자였다. 다인실 환자의 사생

활 보호를 위하여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커튼을 닫고 시행하였으며 환자와 보호

자와 함께 면담을 시행하였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음기는 사용하

지 않았고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면담을 하면서 연구자는 환자의 대화 내용

을 간략하게 적었으며 질문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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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간호에 대한 질문

“수술 전에 수술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알고 싶으셨나요?”

“수술 전 궁금했던 내용은 간호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으셨나요?”

“수술 전 검사나 각종 처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으셨나요?”

“수술 전에 수술실에 대한 내용이나 수술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 들으셨나요?” 

“수술 전에 더 교육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술 전 교육을 몇 번 받았으며 충분히 이해 하셨나요?

수술 직전 간호에 대한 질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불안하거나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전신마취로 인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수술실과 회복실에 대해서 간호사에 의해 설명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 있었나요?”

“수술실과 회복실의 환경을 경험해 보셨는데, 사전에 미리 제공되어져야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술 후 간호에 대한 질문

“회복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수술 부위 뿐 아니라 다른 통증은 없으신가요?”

“수술 후에 환자들이 해야 할 일들(심호흡, 가래뱉기, 조기이상 등)이 있는데 사전에 설명

받으셨고, 잘 수행할 수 있었나요?”

“환자가 수행해야 하는 수술 후 운동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복 과정 중에 더 교육받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회복 과정 중에 교육은 몇 번 받았으며 충분히 이해 가셨나요?

“현재 간호사에게 더 제공받고 싶은 간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표 1. 면담 시 질문의 내용

3)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추출한 시나리오 내용의 구성을 마

취통증의학과 교수 3명, 회복실 수간호사 1명, 외과 수간호사 2명, 외과 병동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3명, 간호대학 교수 1명(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

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 타당도는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 18 -

하였다. 즉,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비교적 적절하지 않다), 3점(비교적 적절

하다), 4점(매우적절하다)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표기하도록 하여 CVI

(Content Validity Index)의 지수가 0.80 이상인 항목을 채택하였다.

4) 시나리오 작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추출한 교육 내용의 범주와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작성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3명, 회복실

수간호사 1명, 외과 병동 수간호사 2명, 외과 병동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3명, 간호

대학 교수 1명(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평가 받았다.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와 동일한 집단이다.

문항의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즉,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비교적 적절하지 않다), 3점(비교적 적절하다), 4

점(매우적절하다)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표기하도록 하여 CVI (Content

Validity Index)의 지수가 0.80 이상인 항목을 채택하였다.

(2) 동영상 제작 및 타당도 검증

1) 검증된 시나리오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Y대학 부속병원 시청각 팀에 의뢰하였다. 2014년 4월 23일

영상미디어센터 시청각 책임자와 만나 동영상 제작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제

작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제작 과정은 내레이션 녹음, 동영상 촬영, 편집으로 이루

어졌고 제작 과정은 <표1>과 같다. 동영상의 주된 장소인 수술실과 회복실, 병실,

검사실에서의 촬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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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날짜 내용

준비 4월 23일
시청각팀에 동영상 제작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제작 방향

을 결정함

5월6일 출연진에게 시나리오를 배부 하고 개별 연습을 시작함

5월9일 내레이터에게 시나리오를 배부하고 동영상 촬영 방향을 설명함

녹음 5월13일 내레이터와 시청각팀과 회의 후 녹음함

촬영 5월16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및 사진을 촬영함

5월21일 보호자 대기실, 수술 전 처치실, 수술실, 회복실을 촬영함

5월22일 병실을 촬영함

편집 5월28일 가편집본을 완성함 

5월 29일

~6월 1일
가편집본으로 환자에게 동영상 프로그램을 설문함

6월 10일 환자 만족도 설문을 바탕으로 최종 편집함

다. 등장인물은 내용의 이해와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병원 직원이 의료진 역할을

맡았고 환자는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 직원 가족으로 선정하였다. 나레이터는 29년

경력의 간호사를 섭외하였고, 촬영과 편집은 병원 동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19

년 경력의 시청각 기사가 맡았다. 사진은 고해상도 사진기로 찍었고 영상은 Full

HD 로 촬영 하였다.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Y대학 부속병원의 물품을 촬영

소품으로 활용하였다.

표 2. 동영상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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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 프로그램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영상 프로그램 만족

도를 측정하였다. 복부 수술 예정인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방문하여 연구자 소개 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동영상 시청은 환자가 원할 시 반복 시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설문은 박효

정(2001)이 개발한 비디오 프로그램 평가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부록 2>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으며,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1점, “매우 적절하다”는 5점으로 구성된다. 9개의 항목에는 내용의 난이

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절성, 음

향의 질, 화면의 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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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수술 간호 교육 요구

수술 간호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총 열편의 문헌에서 추출한 환자의 수술 간

호 교육 요구도는 <표3>와 같다. 열 개의 문헌중에 수술 후 시기의 통증관리에 대한

내용과 수술 및 마취의 전반적인 교육 요구가 아홉 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수술 대기실, 수술실 그리고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와 가래 뱉기, 심호흡 그리고

기침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는 일곱 편에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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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교육 요구 A B C D E F G H I J

수술 전

수술 동의서 쓰는 목적과 방법 ¡ ¡ ¡ ¡

수술 전 각종 검사 설명 ¡ ¡ ¡ ¡ ¡

수술 전 금식 ¡ ¡ ¡ ¡

수술 전 준비(화장, 매니큐어 제거, 의치제거 등) ¡ ¡ ¡ ¡ ¡

수술 전 투약설명 ¡ ¡ ¡ ¡ ¡ ¡ ¡

수술 부위 청결 ¡ ¡ ¡ ¡ ¡ ¡

수술실∼회복실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 ¡ ¡ ¡ ¡ ¡ ¡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 ¡ ¡ ¡ ¡ ¡ ¡ ¡ ¡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 ¡ ¡ ¡ ¡ ¡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 ¡ ¡ ¡ ¡

수술 후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목 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 ¡ ¡ ¡

전신 마취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 ¡ ¡ ¡ ¡

가래 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 ¡ ¡ ¡ ¡ ¡ ¡

조기이상 ¡ ¡ ¡ ¡ ¡ ¡

통증관리 ¡ ¡ ¡ ¡ ¡ ¡ ¡ ¡ ¡

수술 부위 관리 ¡ ¡ ¡ ¡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 ¡ ¡ ¡

음식섭취 시기 및 방법 ¡ ¡ ¡ ¡ ¡ ¡

표 3. 문헌고찰을 통한 수술 간호 요구

A. 김명숙, 박광희(2012). 교육요구에 근거한 수술 전 간호정보제공의 효과 – 전신 마취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4), 1975-1986.

B. 최미경(2000). 일부 종합병원 수술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C. 정연정, 최은하(2001). 수술 전 간호정보제공을 위한 비디오테이프의 개발. 임상간호연구, 7(1), 93-109.

D. 김지연(2007). 회복실내에서의 환자 간호요구와 간호사 간호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E. 최혜금(1993). 위암 수술 환자의 간호요구에 관한 분석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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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별 나이 진단명 수술명

1 여자 49 간암 간 쐐기 절제술

2 남자 39 직장암 회장루 복원술

3 여자 47 위암 위 절제술

4 여자 62 직장암 직장 절제술

5 남자 41 위암 위 절제술

6 남자 65 위암 위 절제술

7 남자 71 위암 위 절제술

8 남자 40 간암 간 쐐기 절제술

9 여자 54 위암 위 절제술

10 남자 40 간암 간 쐐기 절제술

F. 홍세진(2010). 대장암 수술 환자를 위한 회복촉진 간호중재의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G. Mordiffi, Tan & Wong(2003). Information Provided to Surgical Patients Versus Information Needed,

AORN Journal, 77(3), 546-562.

H. Sjöstedt, Hellström & Stomberg(2011). Patient's Need for Information Prior to Colonic Surgery.

Gastroenterology Nursing, 34(5), 390-397.

I. Davis et al(2014). Patient and Family Member Needs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Journal of Peri

Anesthesia Nursing, 29(2), 119-128.

J. Black J.M., Hawkis J. H.(2013), 성인간호학. 이영휘, 김성혁, 김정아 역, 서울 : 정담미디어.

2. 회복 중 환자 면담

전신마취로 복부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각 15분간 면담을 하

였고 장소는 환자의 병실이었으며 수술 후 48시간에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표 4>와 같고 면담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4.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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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전 간호 - 전처치실 환자

“수술 전 처치실에서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수술 전 처

치실에서 별로 한건 없는 거 같은데 너무 오래 대기 했던 거 같아요.”
6

“수술방으로 옮겨졌을 때 추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했고, 수술

방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술방을 사전에 보여줬다면 불안감

이 덜 했을 것 같아요.”

1,5,8

7,9

수술 중 간호 - 전신 마취

“수술을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깨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2

수술 후 간호 - 회복실

“회복실에서 너무 춥고 떨었어요.” 1,7

“정신을 차리고 나니 회복실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때 8점 정도의 통증이었고 진통제를 주셔서 참을 수 있었어요.”
10

수술 후 간호 - 통증

“수술하고 나서 아플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요. 회복실에서는

10점도 넘는 정도의 통증이었어요. 이렇게 아프다는 걸 사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아픈지도 궁금해

요. 진통제는 아플 때마다 맞아도 되는 건지, 얼마나 아플 때 진통제를 맞아야 하

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픈지도 궁금하네요.”

4,5,9

“진통제를 맞으면 회복이 느리다는 소리가 많아서 사실 진통제 맞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 무통주사도 많이 누르지는 않았어요. 통증은 참는 것이 저한테 이로

울 거 같아요.”

2,7

“사실 수술 부위 통증은 괜찮은데 허리랑 어깨가 너무 아픈 거 같아요. 오히려 수

술 한 첫날은 마취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픈 걸 잘 몰랐는데 오늘은 배가 찌르는

거 같이 아프고 어깨가 담 걸린 것 같이 너무 아프네요.”

2,6,8

“무통주사라고 해서 신청 한건데, 눌러도 아프네요. 잘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4

표 5.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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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간호 - 조기이상

“수술하고 빨리 걸으라고 해서 걸으라고 했을 때 수술 부위가 터질 거 같은 생각

이 들어 무섭더라구요. 이렇게 아픈데 걸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저는 소변줄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고,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1,5

“처음 일어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거 같았어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

을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9,10

수술 후 간호 - 구역, 구토

“울렁거리는 게 너무 심했어요. 수술한 첫날은 누워만 있어서 몰랐는데, 하루 지나

고 나서 앉아 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들면서 속이 메슥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죽

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5분 지나서 바로 토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울렁거

리는지 언제까지 이럴지 궁금해요.”

3,4

수술 후 간호 - 심호흡, 기침, 가래 뱉기

“기침할 때 아파서 잘 안되요. 공 흡입기를 이용하면 너무 어지럽더라구요. 언제까

지 심호흡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심호흡을 너무 많이 하면 입이 마르고 어지러워

요. 한 번에 몇 번 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2,3

7

“가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올듯하면 서도 목에서 넘어 오질 않네요. 가래 뱉는

게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가래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가래 뱉기를 해야 하나요?”
7

수술 후 간호 - 목 불편감과 구강 건조

“수술하고 목이 너무 아프네요. 부은 거 같기도 하고 따끔따끔 거리는 게 마치 목

감기 걸린 것 같아요.”
3,7

“입이 너무 말라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예요. 혓바닥도 갈라진 거 같아요.” 9,10

수술 후 간호 - 장운동

“첫날보다 오늘 가스가 차오르면서 배가 빵빵 해요. 그러면서 배가 찌르는 듯하게

아파요. 가스를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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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간호 - 식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어요. 사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게 괴롭네요.”
3,5,9

“제가 아침에 미음을 먹었는데 커피와 과일을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있는지 궁금

해요.”
1

수술 후 간호 -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

“저는 수술 하고 소변 줄도 가지고 있고 배액관도 두 개나 가지고 나왔어요. 소변

줄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이 불편해요. 배액관에서 빨간 피가 나오는데 수술이 잘못

된 건 아닌지, 나만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는 건지, 언제쯤 제거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어요.”

2,4,8

수술 후 간호 - 열감

“열이 난다고 하네요. 걱정 되요. 열이 나니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온 몸이 쑥쑥

거리는 느낌이에요. 해열제는 맞지 않았고, 냉찜질만 하고 있어요.”
1,6,9

수술 후 간호 - 기타

“스타킹이 너무 불편하고 간지러워요.” 8

환자들은 수술 전 검사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간호사에게 충분이 설명이 되었고 모

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수술 전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

자는 수술실을 경험해보지 못해 두려움이 컸고, 수술 후 회복과 관련 되어 수술 전에

교육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특히 환자들은 통증 관리에서 진통제 투여와 관련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가

통증 조절기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였다. 어느 정도 아파야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며 진통제 투여의 객관적인 지표를 알기를 원하였다. 통증으

로 인해 수술 후에 시행해야 하는 호흡운동이나 조기 운동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

도 하였다.

전신마취와 관련하여 마취하기 직전의 심리적 불안감을 확인하였고, 마취 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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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회복실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수술 후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목 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가래 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조기이상

통증관리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음식 섭취 시기 및 방법

수술 후 열감 해소 방법

하는 목 불편감과 구강 건조증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을 알고 싶어 하였다. 또한 수

술실에 많은 의료진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수술 간호 요구는 수술 전 시기를 제외한 수술실∼회복실, 수술 후 시기의

간호 요구였고 내용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 6. 환자의 수술 간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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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 용 근거

수술 전 수술 동의서 쓰는 목적과 방법 A

수술 전 각종 검사 설명 A

수술 전 금식 A

수술 전 투약설명 A

수술부위 청결 및 수술 전 최종 준비 A

수술실∼회

복실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A, B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A, B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 A, B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A, B

수술 후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 (목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A, B

전신 마취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A, B

가래 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A, B

조기이상 A, B

통증관리 A, B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A, B

수술 후 구역, 구토 A, B

수술 후 열감 A, B

음식 섭취 시기 및 방법 A, B

3. 시나리오 구성

(1) 문헌고찰과 환자 면담을 통한 시나리오 내용 구성

문헌고찰과 환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환자의 간호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표7>와

같이 18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7. 교육 동영상 내용 구성 A: 문헌고찰 B: 환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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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는 비중이 적었지만 면담에서 환자들이 요구한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

감,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시

켰다. 또한 문헌에서도 비중이 높고 환자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통증관리”, “조기

이상”, “호흡 운동”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환자들은 수술 전 시기의 교

육에 만족하였지만, 수술 주기 교육 동영상에는 수술 전·중·후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하므로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나리오 구성에 포함시켰다.

(2)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사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15일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3명, 회복실 수간호사 1명, 외과 병동 수간호사 2명, 외과 병동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3명, 간호대학 교수 1명(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검사지를 배부

하였으며 17일에 수거하였다.

수술 전 각종 검사에 대한 설명이 0.88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고, 마취 및 수술의 전

반적인 사항,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목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조기

이상, 통증 관리 항목은 1점으로 가장 높았다. CVI 평균 0.8 이상으로 제외되는 항목

없이 모두 포함시켰다. 각 항목의 CVI점수는 <표 8>와 같다.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에는 구성 1번의 수술 동의서 내용에서 마취 동의서 쓰는 내용

또한 추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통증관리에서 자가 통증 조절기의 사용법과 부작

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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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CVI

1 수술 동의서 쓰는 목적과 방법 0.9

2 수술 전 각종 검사 설명 0.88

3 수술 전 금식 0.95

4 수술 전 투약설명 0.93

5 수술부위 청결 및 수술 전 최종 준비 0.9

6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0.98

7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1

8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 0.96

9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0.95

10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 (목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1

11 전신 마취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0.98

12 가래 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0.98

13 조기이상 1

14 통증관리 1

15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0.93

16 수술 후 구역, 구토 0.93

17 수술 후 열감 0.9

18 음식 섭취 시기 및 방법 0.93

표 8.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CVI 점수

4. 시나리오 작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시나리오의 18개의 구성에 따라 시나리오 내용을 완성하였고, 29개의 시나리오 내용

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3명, 회복실 수간호사 1명, 외과 병동 수간호사 2명, 외

과 병동 3년 이상 경력 간호사3명, 간호대학 교수 1명(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사지는 4월 28일에 배부하여 5월 2일에 회수

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CVI 점수는 <표 9>과 같고 CVI 평균 0.8 이상으로 제

외되는 항목 없이 모두 포함시켰다.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후 자주 하는 질문으로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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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VI

1 동영상 및 의료진 소개 1.00

2 수술 동의서 쓰는 목적과 방법 1.00

3 수술 전 각종 검사 설명 0.97

4 수술 전 금식 0.92

5 수술 부위 청결 및 수술 전 최종 준비 0.97

6 수술 부위 청결 및 수술 전 최종 준비 0.97

7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0.92

8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0.89

9 수술 전 투약 설명 1.00

10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에 대한 안내 0.97

11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0.92

12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0.97

13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1.00

14
수술 후 발생가능 한 불편감에 대한 설명, 

전신 마취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0.89

15 회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0.94

16 통증관리 0.92

17 통증관리(자가통증조절장치) 0.97

18 통증관리(자가통증조절장치) 0.94

19 가래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0.97

20 가래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0.92

21 가래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0.94

22 조기이상 0.94

23 조기이상 0.97

24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 0.94

25 수술 후 구역, 구토 0.92

26 음식 섭취 시기 및 방법 0.94

27 수술 후 열감 0.83

28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0.92

29 마무리 0.97

복부에 묻어있는 소독약 처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이 있었다. 복부에 묻어있는 소독

약 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표 9.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CVI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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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이해도 검사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 10명을 대상으로(20대 2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60

대 2명) 시나리오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5월 3일 배부하

여 5월 5일 회수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던 “반좌위 자세”를 “반 앉은

자세”로 수정하였고 “객담 배출”을 “가래 뱉기”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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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 동영상 내용 설명 및 의료진 소개 (20초)

내레이션
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하여 수술 전, 중, 후 간호 정보 제공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막
이 동영상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하여 수술 전·중·후 간호 정보 제공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

다. 

 스크린 샷

6. 시나리오 및 화면 구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해도 검토 후 개발한 최종 동영상의 시나리오와 화면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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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 수술 전날 간호 (31초)

내레이션

환자와 보호자는 다음날 수술을 위하여 의료진에게 수술 절차,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

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X-Ray , CT, MRI 촬영 등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설명해 주고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수액 주입이 시작되며 수술 전 위장을 비우

기 위해 밤 12시부터 금식을 합니다. 이때에는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수술 부위를 깨끗이 닦고 손발톱 매

니큐어도 지웁니다.

자막

· 수술 동의서 작성        · 수액주입시작         · 피부준비

· 수술 전 검사 및 준비    · 밤 12시부터 금식 

      

 스크린 샷



- 35 -

Scene 3. 수술 당일 간호 (25초)

내레이션

수술 당일 아침에는 착용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 보철장치, 의치,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화장

을 지우며 속옷도 벗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을 비우기 위해 소변을 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 침대로 옮겨 보호자와 함께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자막

<수술 당일 준비 사항>

·장신구, 보철장치, 의치, 보청기, 안경, 콘택트 렌즈 제거 ·속옷 벗기

·자연 배뇨 ·화장 지우기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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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 수술 직전 간호 (35초)

내레이션

보호자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전광판에는 환자의 수술 진행 상황이 표

시되어 수술실 내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진행상황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곳은

수술 전 처치실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금식여부, 장신구, 보철기구의 유무,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자막

< 수술 전 처치실의 간호 >

·이름, 등록번호, 금식여부 확인 ·수술 부위 확인

·장신구 보철기구의 유무 확인 ·항생제 투약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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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5. 수술 직전의 일반적 상황과 전신마취의 과정  (1분 49초)

내레이션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안전한 환자 확인을 위하여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수술 부위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입니다. 수술실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약간 춥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수술

침대는 좁기 때문에 옮겨 누운 후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어 무릎 지지대로 다리를 고정합니다. 이제 수술 중에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부착할 것입니다. 대개 마취 유도 전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며 마취과 의사는 마

취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혈관 주사를 통하여 마취는 시작되며 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후 마취 유지는 흡입 마취

제나 정맥 마취제와 함께 진통제를 이용합니다. 호흡은 기도 내 관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조절합니다. 수술

부위는 소독제로 깨끗이 닦고 수술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시켜 감염을 예방합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실 마

다 마취과 의사, 마취과 간호사 등이 마취에 참여하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혈압, 호흡수, 맥박수, 심전도 등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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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6. 회복실에서의 간호 (39초)

내레이션

수술 종료 후에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제공받으며, 간호사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수술 중 열 손실로 인해 깨어나면서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따뜻한 담요와 온풍기를 이용하여 체온 유지를 도와드립니다. 회복 소요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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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7. 전신마취의 부작용 (16초)

내레이션
전신 마취의 부작용으로는 지속되는 졸음, 오심, 구토 , 인후통 등이 있으며 인후통은 기도내 삽관으로 인

한 것으로 가글을 통해 증상이 호전 될 수 있습니다.

 자막

< 전신마취의 부작용>

·지속되는 졸음

·오심, 구토

·인후통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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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8. 수술 후 간호 – 통증관리 (1분 45초) 

내레이션

다음은 수술 후 알아야 할 자가 관리 및 주의사항입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부위 통증, 허리, 어깨, 전신 근

육통 등 다양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현재 환자의 통증 점

수를 확인합니다. 통증 점수를 0점에서 10점까지로 점수를 매길 때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는 0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10점으로 합니다. 대개 통증이 4점 이상 일 때에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으므로

통증이 있을 때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흔히 무통주사라고 불리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는 환자가 통

증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버튼을 눌러 진통제가 추가로 투여되는 장치입니다. 버튼은 통증이 심해질 때 까

지 참다가 누르는 것보다 통증이 시작될 때나, 운동하기 전이나, 통증이 유발될 상황 이전에 눌러야 통증조

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지시대로 버튼을 계속 눌러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추가로 진통제

를 투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급성통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효과적인

통증 조절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도와주므로 적절하게 진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통주사의 부작용으로

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졸리움, 간지러움증 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간호사에게 바로 알립니다.

자막

< 버튼을 눌러야 할 때 >

·통증이 시작될 때 ·운동하기 전 ·기타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 전 ·호흡 운동, 가래 배출시

< 무통주사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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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구토

·어지러움

·졸리움

·간지러움

간호사에게 바로 알립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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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9 . 수술 후 간호 – 심호흡 (45초)

내레이션

심호흡과 기침은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무기폐, 폐렴 등의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방법입니다. 먼저 침대를 올려 반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를 통해 가슴이 올라 올 때까

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들여 마신 뒤 입을 오므려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수술 후 이틀까지 매

1시간 마다 5~10회 반복합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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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0 . 수술 후 간호 – 기침 (43초)

내레이션

심호흡을 하고 난 후에, 기침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배를 손이나 베개로 지지하고 심호흡을 2회 반복합니

다. 3번째 숨을 들이마신 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 숨을 참고, 강한 기침을 시행하며 가래를 뱉

어냅니다. 기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배가 울리도록 하여 폐아래 부분까지

고여 있는 가래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기침할 때 배의 통증이 느껴지면 무통주사 버튼을 누르도

록 합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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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1 . 수술 후 간호 – 공 흡입기 (53초)

내레이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호흡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 앉은 자세를 취한 후

흡입구를 입에 물고, 세 개의 공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입으로 숨을 힘껏 들이 마십니다. 3초 정도 숨을

참아 공이 떠 있도록 한 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공기를 마시는 운동으로 매시간 5회 반복합니

다. 한 번에 연속해서 10번 이상 할 경우 어지러움 및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끝난 후 몇

개까지 공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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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2 . 수술 후 간호 – 조기운동 (1분 1초)

내레이션

다음은 조기 운동입니다. 조기 운동이란 수술 후 빠른 시간 안에 침상에서 벗어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수술 후 폐

합병증과 혈전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가스배출을 도와 복부 불편감 완화와 수술 후 전반적인 회복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먼저 침상 머리를 90도까지 천천히 올립니다. 침상 난간을 내리고 소변 주머니를 걸대에 걸어둡니다.

천천히 움직여 다리를 침상 아래로 내린 후 수술 부위를 손으로 지지하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 일어날 때에는 어지

러울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움직이고 증상이 심할 때에는 쉬도록 합니다. 혈전 방지를 위한 탄력 스타킹은 걷기 시

작하면 벗게 됩니다.

자막
< 조기운동의 목적 >

·폐합병증과 혈전증 예방 ·가스 배출 용이 ·복부 불편감 완화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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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3 . 수술 후 간호 – 자주하는 질문 (1분 52초)

내레이션

다음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수술 후 수술부위 주변 피부에 소독약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부위를 소독한 약이 묻어 있는 것으로 젖은 물수건으로 수술부위를 피해 닦

아주시면 됩니다. 수술 후 구강 건조증은 마취 약제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거즈에 물을 적셔 입안을 닦아 내면 증상

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구역 구토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줄이면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에 따라 항구토제를 투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간호사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수술 후 유지되는 금식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식이가 진행되며 물 - 미음 - 죽의 순서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수술 후 열감이 있을 시 폐렴 예방을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심호흡을 실시하고, 냉찜질을 통해 열을 내리

도록 합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방광 팽만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소변 줄을 삽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

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시 복강 내 분비물을 제거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막

·수술 후 피부에 뭍은 소독약

·구강 건조증

·구역 구토 증상

·수술 후 식이

·수술 후 열감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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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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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3 . 마무리(13초)

내레이션
지금까지 수술 간호에 관한 동영상 시청을 하였습니다. 동영상은 반복해서 시청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

은 간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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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실수

연령 40대이하 1 

50대 1

60대 3 

70대 5

성별 남 7

여 3

결혼유무 기혼 10

종교 기독교 2

불교 4

무교 4

최종학력 무학 1

초졸 7

대졸 2

수술경험 유 3

무 7

무통주사경험 유 2

무 8

7. 동영상 프로그램 평가

동영상의 길이는 총 13분이며 제작된 동영상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10명의

복부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동영상 파일을 보여준 뒤에 설

문을 하였다. 교육 시기는 수술 전날 오후 5시∼7시 사이 각 환자의 병실에서 이루

어 졌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동영상 프로그램 설문 점수는 <표 10>, <표 11>

과 같다.

표 10.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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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점수 

내용의 난이도 동영상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 4.6

언어의 적절성 동영상에 사용된 언어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9

흥미 동영상의 교육 내용은 재미있다 4.5

동기유발 수술 전·후 내가 받을 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6

효과성 교육 내용에 따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4.8

시간의 적절성 상영시간이 적당하다 4.8

화면구성의 적절성 사용된 화면들은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4.9

화면의 질 화면의 질이 좋다 4.9

음향의 질 음향의 질이 좋다 4.9

표 11. 동영상 프로그램 설문 조사 N = 10

설문의 9개의 각각의 항목에는 ‘매우 동의 한다’는 5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항목을 나열해 보면 언어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

절성, 화면의 질, 음향의 질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시간의 적절성, 효과성, 내

용의 난이도, 흥미 순이었다.

설문이 종료 된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영상 어떻게 보셨나요?”라는 반 구조화

된 질문을 통해 <표 12> 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

설문점수와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에서 동영상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환자들은

동영상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 오타를 수

정하고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막처리 부분에서 지적받은 배경 그림을 수

정하여 최종 동영상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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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처음 동영상을 보라고 했을 때 수술 장면을 보여주는 건가 싶어서 약간 무섭긴 했는데 보

고 나니 수술방도 미리 보게 되고 수술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니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영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 내가 내

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 흡입기 연습 해 봐야

겠어요.”

“목소리가 상냥하고 안정적이어서 듣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수술하고 굶어야 해서 처음 먹게 되는 음식이 궁금했는데 병원에서 실제 먹는 것으로 보여

주니 예상이 되어서 좋았어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영상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플 때 간호사에게 바로 말하고 무통주사 신청했는데 열심히 사용해야 겠어요.”

보호자

“사실 보호자들이 환자가 수술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수술실 상황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주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이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가 받는 간호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어서 입원하기 전까지 반복해서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약간 겉핥기로 이야기 해주는 느낌이 들긴 해요. 하지만 너무 길게 진행되면 환자의 집중력

이 저하 될 거 같으니 이 정도 시간과 내용이 적당한 거 같아요.”

표 12. 동영상 시청 후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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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복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환자의 수술 간

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술 전·중·후 간호 정보제공과 관리를 통해 환자의 회

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내에는 수술

전·중·후 간호를 포함하는 교육 동영상은 정연정 & 최은하(2001)와 강경숙(2009)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고

있는 지식을 구두로 설명 하거나, 소책자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명은 간호사에게 업무 부담이 되고 간호사 개인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에 차이

가 나기도 하며(김영미 외, 2013) 선행 연구에서의 실제 교육 시간도 길다(홍세진,

2010; 전혜원, 2010). 이에 환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시청한다는 점에서 교육 효

과를 높이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동영상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의 동영상 개발은 수술 환자의 간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

하였다. 환자의 간호 요구는 개인마다 다르지만(Suhonen & Leino-Kilpi, 2006) 동

영상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수술 후 환자 면담을 토대로 18개의 수술 간호 요구

로 정리 하였다. 전신마취 후 회복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간호 요구를 조사한

정연정 & 최은하(2001)의 방법과 동일하다. 간호요구를 수술 전, 수술실∼회복실(수

술중), 수술 후 병실의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본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환자의

간호 요구도가 수술 전보다 수술 중, 수술 후에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동영상은 수술 전 간호 부분에서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훑어보는 식의 빠른 템포

로 진행하였고, 수술 중과 수술 후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특히 환자는 처음 경험

해보는 수술실과 회복실 환경과 간호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김명숙(2012)이 개발한

마취 전 간호 교육 프로토콜에서는 직접적인 영상보다는 간접적인 이미지를 포함시

켜 교육 자료를 만들었지만, 연구 결과 교육 받은 100명의 전신마취 환자의 상태

불안이 감소되지 않았다. 이에 본 동영상은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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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을 제외하고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실제 경험하는 내용을 토대로 모든 간

호를 직접적인 영상으로 구성했다.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가장 높은 간호 요구도는 통증 관리임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인들은 통증 관리가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진통제 중독에 대한 두려

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남정, 2003)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꺼려한다. 이러한 인

식을 바꾸기 위해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회복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 마취과학회, 2009). 강경숙(2009)의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통증관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한 것과 달리 본 동영상에는 자가 통증 조절기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통증이 증가하는 상황인 기침 후에도 버튼을 누르도록 하여

반복적으로 진통제 사용을 권장하였다. 면담 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아파야 진통

제를 맞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인 통증 Scale(0 : 통증 없음, 10 :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 그림을 삽입하여

대개 아픈 정도가 4점 이상 일 때 진통제가 투여됨을 설명하였다.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인 혈전방지 스타킹에 대한 내용은 따로 삽입하지 않고 조기 이상을 시작하

면 벗을 것이라고 넣어 상영시간을 줄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수술실 입구에

서 병실 도착 전까지의 과정만을 담아 13분으로 제작한 최효진(2005)의 동영상에

비해 수술 전·중·후의 과정을 13분으로 제작한 본 동영상의 시간의 적절성을 뒷받

침해준다.

수술 교육은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Davis et al, 2014;

이연회, 2003) 보호자들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문자로 수술 진행상황이

전송 된다는 것(나윤경, 2008)을 포함시켰다. 이는 보호자 뿐 아니라 환자 역시 서

로의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회복실에서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

게 하기 위함이다. 환자들은 수술실에 사람이 많아 불안했음을 표현하여 수술실에

순환 간호사, 소독간호사, 주치의, 마취과 의사, 마취과 간호사 등의 인력이 환자의

수술과 회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교육했다. 수술 후 나타나는 목 불편감은 전신마취

의 기관 내 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가글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해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술실과 회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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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구성은 최효진(2005), 김명숙(2012)의 동영상 교육내용과 동일했다.

수술 후 규칙적인 심호흡 훈련은 수술 후 폐 환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민

영미, 2007) 면담을 통해 환자들이 심호흡, 기침, 가래뱉기, 공 흡입기 사용의 지식

이 부족하고 이를 시행하데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심호흡 시 입술을 오므려 뱉

지 않으면 과 호흡이 생길 수 있으므로(Black & Hawks, 2013; 김금순 외, 2012)

연기자에게 입술을 오므려 숨을 내뱉고 가슴이 올라오도록 심호흡하는 것을 강조하

였다. 대부분의 환자가 가래를 목으로 뱉기 때문에 연기자에게 배가 울리도록 크게

기침하도록 하였으며, 공 흡입기 사용에서 공을 세 개 다 올릴 수 있도록 하여 환

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강경숙(2009), 김정희(2004)의 동

영상과 차별성을 둔 점이다.

편집에 있어서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간호사가 환자에게 교육하는 실제 육성

을 내레이션과 함께 배경 음향으로 삽입 했으며,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

요 영상이 가려지지 않게 장면에 대한 제목을 자막으로 삽입하였다. 또한 강조해야

할 교육은 영상이 아닌 자막으로 처리하였으며 자막을 보여 줄 때에도 간호사가 환

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처리하여 어느 순간에도 의료진이 환자를 간호

하고 있다는 모습을 심어주었다. 또한 클래식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하여 동영상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환자들의 지루함을 줄이기 위하여 자

막의 중요도에 따라 글씨 크기를 25에서 50 폰트까지 다양하게 삽입하였고, 글씨체

는 고딕 구조에 적절한 곡선이 가미되어 부드러운 느낌이 살아나며 직선의 간결함

이 묻어나는 아시아 폰트의 ‘신헤드’를 사용하였다.

동영상 교육 만족도를 평가는 10명의 환자에게 시행하였고 내용의 난이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절성, 음향의 질, 화

면의 질의 아홉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점, ‘매우 동의

한다’는 5점의 Likert 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 점수는 4.5-4.9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른 만족을 보였다. 특히 13분의 상영시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영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호흡이나 기침하

는 영상이 나올 때 따라하면서 연습해 보기도 하였다.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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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용받을 간호를 그대로 담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환자가 어려워하

거나 부족했던 자가 간호를 집중적으로 연기하였으며 화면구성의 적절성을 위하여

내레이션과 영상을 일치시켰다. 본 연구자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시간의 적절성

인데 선행연구에서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동영상의 상영시간은 10분(구은정 외,

2011; 정연정 외, 2001)에서 15분(권수영 & 이지아, 2013; 강경숙, 2009)내외로 상영

시간이 13분인 본 교육 동영상의 시간의 적절성을 뒷받침한다. 실제 설문이 종료

된 후 환자는 ‘수술방을 미리 보게 되어서 좋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할 수 있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어 상영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목소리가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대답했으며,

보호자 역시 ‘환자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궁금했는데 알려줘서 안심이 되었다’, 그리

고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반복적으로 시청했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

여 동영상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편집본에서 잘못된 자막인 ‘수술 전날 간호’를 ‘수술 당일 간호’로 수정하였고,

동영상 촬영 시에 들어간 잡음을 모두 제거한 후 음향을 깨끗하게 하여 최종 동영

상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개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복부 수술 환자라 함은 복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을 받는 환자로 충수 절

개술, 자궁 절개술, 서혜부 탈장 복구술, 복강 절개술, 복강경 수술 환자가 포함되지

만 이 동영상에서 모든 복부 수술에 대한 세세한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예

를 들어 수술 전 간호에서 대장수술 환자만 관장을 시행하고 위절제술, 자궁절제술

등을 받는 대부분의 복부 수술 환자는 해당되지 않아 관장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였

다. 또한 위절제술 환자는 비위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수술은 사용하지

않아 비위관에 대한 내용도 생략하였다. 김정희(2004)의 자궁 적출술 환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처럼 특정 수술 환자를 위한 신체 구조, 수술방법, 수술 적응증 등을 포

함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술 간호와 관리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제한점이 있다.

둘째, 수술 간호 교육에는 퇴원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본 동영상에서는 퇴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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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제외되었다. 담낭제거술 환자에게는 ‘기름진 음식을 피한다’, 간절제술 환자에

게는 ‘복수로 인해 체중이 증가한 경우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

는다’, 위암수술 환자에게는 ‘식사 직후 곧바로 눕지 말고 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장루 환자에게는 ‘장루에서 계속 출혈이 있는 경우, 장루와 피부 문

합 부위에서 계속 출혈 시 병원을 방문하라’ 라는 등의 수술마다 강조되어야 하는

퇴원 교육이 다양하다. 하지만 본 동영상에는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환자 개별의 건강특성에 따른 퇴원교육을 포함시킬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

다.

위에 제시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은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여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전·중·후 받게 될 간호를 사전에 간접 경험하게

하고 교육 내용을 반복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수술 간호의 이해와 자가 간호 수행률

을 높여 수술 후 회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동영상

은 복부 수술 환자의 일반적인 간호와 수술 후 자가 관리에 대한 내용만을 담았으

므로 위절제술, 자궁 적출술, 간 절제술 등 각각의 수술에 맞는 세분화된 교육 동영

상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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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복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간호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기 위한 방

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로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환자의

수술 간호 요구를 파악한 후 시나리오 내용을 구성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거쳤다.

제 2단계로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된 시나리오를 1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CVI로 산출하였고, 일반인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 검사를 통해 시나

리오를 완성하였다. 제 3단계로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영상 제작을 하였으

며, 제 4단계로 가편집된 동영상의 환자 만족도 설문을 마친 후 최종 동영상이 개

발되었다.

1. 문헌고찰과 환자 면담을 통해 18가지의 수술 간호 요구를 추출하였으며, ‘수술

동의서 쓰는 목적과 방법’, ‘수술 전 각종 검사 설명’, ‘수술 전 금식’, ‘수술 전 투약

설명’, ‘수술부위 청결 및 수술 전 최종 준비’, ‘수술 대기실, 수술실, 회복실의 환경

에 대한 안내’, ‘마취 및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전신마취에 대한 절차와 방법’, ‘회

복실에서 받게 될 간호’,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불편감 (목불편감, 입 마름증 등)에

대한 설명’, ‘전신 마취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가래 뱉기, 심호흡, 기침하는 방법’,

‘조기이상’, ‘통증관리’, ‘수술 후 가지고 나오는 관에 대한 설명’, ‘수술 후 구역, 구

토’, ‘수술 후 열감’, ‘음식 섭취 시기 및 방법’이다. 이렇게 완성된 수술 간호 요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는 CVI 0.95를 나타냈고,

각 항목별 CVI는 0.88-1.00로 모든 항목이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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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간호 요구를 바탕으로 완성된 시나리오 내용의 전문가 타당도는 CVI 0.95를

나타냈고, 각 항목별 CVI는 0.83-1.00로 모든 항목이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시나

리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 10명이 검토하여 이해하지 못했던 ‘객담배

출’과 ‘반좌위 자세를 ’가래뱉기‘와 ’반 앉은 자세‘로 수정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

하였다.

3. 동영상 제작은 내레이션 더빙, 촬영, 편집의 과정을 거쳤으며 서울 Y대학 부속병

원 영상미디어 센터 시청각팀의 협조를 받았다. 19년 경력의 시청각 기사가 촬영과

편집을 맡았고, 29년 경력의 수간호사가 내레이션 더빙을 하였다. 등장인물은 시나

리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과 직원가족이 하였으며 소품과 장소는 환자에게

적용될 Y대학 부속병원의 물품과 장소를 이용하였다. 시청각팀과 총 다섯 번의 회

의를 통해 더빙과 촬영, 가편집을 마무리 하였다.

4. 가편집된 동영상의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10명의 복부 수술 예정인 환자를 대

상으로 내용의 난이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

구성의 적절성, 음향의 질, 화면의 질 항목을 설문하였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는 1점, ‘매우 동의 한다’는 5점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점

수는 4.5-4.9점으로 모든 항목이 고른 만족을 보였다. 설문 후에 최종 편집하여 동

영상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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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의 효과와 만족도를 입

증하기 위한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동영상을 기초자료로 각각의 수술에 맞는 세분화된 교

육 동영상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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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복부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개발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간호학과 김소선 교수

부록 1. 동영상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명문

대 상 자 설 명 문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이익, 위험, 불편,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

하께서는 연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

의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수행 배경,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신 마취를 받고 복부 수술 후에 통증관리를 위하여 자가통증 조절장
치(무통주사)를 부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될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본 설문
의 목적은 개발된 동영상의 교육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참여 대상자수

본 설문은 10 명의 대상자가 동영상을 시청후 설문을 시행할 것입니다.

시술 또는 절차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며, 설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약 20 분의 시

간이 소요 됩니다.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비용

해당 없습니다.

피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성실한 태도로 설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대상자가 얻게 될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불편

본 설문은 개발된 동영상의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연구 과정 중 위험성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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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대상자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모아진 자료는 연구
자의 개인적 자료를 모아주는 장소에 비치된 개인 전용 컴퓨터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

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모니터/점검하는 자, 귀하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귀하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람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께서는 임상 연구에 참여 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제라

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

다음의 경우, 연구자 임상 연구로부터 귀하를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대상자가 동영상 시청을 거부하는 경우

b. 대상자가 설문을 거부하는 경우

중도 탈락시 수집된 대상자의 정보는 모두 폐기 처분 될 것입니다.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백원희

연구자 주소 : 120-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2227-****/ 24 시간 연락처 : 010-****-****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험 및 이익을

분석하였으며, 검토 후 승인된 연구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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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영상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Ⅴ”

표시 하시고 필요한 곳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항목이 없을 경

우에는 기타란에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세

2. 성별

남자□ 여자 □

3. 결혼상태

미혼□ 기혼 □ 기타( )

4. 교육정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5.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6. 수술 경험

있다□ 횟수: 회 , 마취종류: 마취
없다□

7. 자가통증 조절장치 부착 경험

있다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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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보
통
이
다

동
의
한
다

매
우
동
의
한
다

동영상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

동영상에 사용된 언어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영상의 교육 내용은 재미있다.

수술 전·후 내가 받을 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교육 내용에 따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영시간이 적당하다.

사용된 화면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화면의 질이 좋다.

음향의 질이 좋다.

동영상 교육 만족도 설문지

소중한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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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Video for

the Patients Undergoing Abdominal Surgery

Baek, Won Hee

Departmen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Pre-surgery nursing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educational

needs is important to improve the recovery of patient. Among the pre-surgery

educational approaches, video education is more effective. And all the contents

of pre-surgery, mid-surgery and post-surgery need be included. OBJECTIVE:

This is methodological research designed to develop an educational video for the

patients undergoing abdominal surgery. METHODOLLOGY: Perioperative

nursing needs were deduc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interview

with patient. And then, it went through an experts’ validity test on the

contents after finishing scenario. To elevat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it, 10

ordinary experts examined the scenario. As for the production, it went through

the processes of narration recording, filming and editing. Accordingly, after

conducting the perioperative education with the first edited video,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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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video was completed depending on the survey about the conformity of

video. RESULTS: As for experts’ validity on composition of scenario, CVI is

0.95 and CVI by each question is 0.88-1.00. With regard to experts’ validity on

whole contents of completed scenario, CVI is 0.95 and CVI by each question is

0.83-1.00. In order to measure patients’ satisfaction of the first edited video, it

proceeded with the survey including 9 questions on the basis of 10 patients who

are scheduled to have the abdominal surgery. As a result of the survey, point

of each question is between 4.5 and 4.9 points out of 5 based on Likert scale,

thereby showing evenly balanced satisfaction of all questions. CONCLUSION:

Before the surgery, the video developed in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to

patients on an actual clinical situation. That is, the patients can go through the

indirect experience of nursing in pre-surgery, mid-surgery and post-surgery

beforehand and watch the video repeatedly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urgery nursing needs and the self-care behavior. It is expected that the video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recovery after the surgery, but the verification

study that proves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video is n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