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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하게만 느껴지던 논문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매순간 저와 함께 하시고 빛으

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선 4학기 개인 과제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믿고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응

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오의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렇게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만일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연구로 교수님과 다시 함께 하고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리고 바쁘신 가운데 부심을 허락해 주시고 논문 심사의 압박에 얼어있던 저를 따뜻하

게 대해주신 장연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일이라면 늘 걱정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백효채 교수님, 논문을 포

기하고 좌절하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식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코디네이터의 졸업을 위해 논문 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축복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영상 제작을 성원해 주시고 기꺼이 출연해 주신 박무

석, 이진구, 김송이 교수님, 이동형 선생님 이하 폐이식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전문간호사로 한단계 성장하여 폐이식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원 기간 동안 제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당직도

기꺼이 서 주시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과 투정을 온몸으로 받아주신 우리 장기

이식센터 선생님들께 허리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

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무사히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과 배

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경옥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업

무에 활용하여 팀장님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사소한 일에도 대단하다고 치켜세워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멤버 리멤버의 맏언

니 김현정 선생님, 엄마처럼 언니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이멤버 리멤버의 부회장이자

이웃사촌 이지은 선생님, 논문 진행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고민해주시고 늘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대학원 선배님 이세나 선생님, 학업과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

록 굳은 일 도맡아 해주는 척척박사 진영이, 지쳐있는 나에게 에너지와 웃음을 전해



주는 비타민 같은 나의 전 짝꿍 진희까지 우리 이식 지원팀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

립니다. 덕분에 선생님들이께서 숙원하시던대로 저 드디어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바쁘신 와중에도 제의 논문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한줄기 빛과 같은 조언을 해주

신 손선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IRB 관련 많은 도움 주신 조희은, 박경희 선생님께

도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신 조미영 파트장 선

생님과 좋은 동영상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주신 151병동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아쉽게도 이제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늘 저의 편에 서 주셨던 김혜경

선생님, 밀려드는 환자들과 진료 지연으로 힘드실텐데 제 걱정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정은, 표영재, 하혜미, 김정인 선생님 이하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외래 간호사 선생

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뢰에도 선뜻 동영상 편집을 맡아주고 뜻하지 않게 출연까지 해준 수

민씨 짧은 시간인데도 고퀄리티 영상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환자같은 명품

연기를 선보여 주신 이건창 배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몸과 바쁜 시간 중에도

폐이식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면담과 설문에 기꺼이 응해주신

폐이식 대상 환자분들과 폐이식 환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일 핑계, 학교 핑계로 연락도 잘 안되던 나를 버리지 않고 친구의 인연을 놓치 않

아 준 현진이, 정엽오빠, 최술, 박현, 이은, 이윤, 영신씨, 라경이, 민진이, 민선이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5학기 동안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같이 달려 준 대학원 선

생님들, 특히 연세핑클 멤버들 감사합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

는 사랑하는 부모님, 내 동생 지현이, 지아. I love you all wholeheartedly! 힘들고 외

로울 때 나의 위로가 되어 주고 기쁨이 되어 준 나의 보석 야옹야옹이 지아야 누나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게. 마지막으로 지지부진했던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기꺼이 5분

대기조가 되어 준 이지원님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2018년 6월 김아네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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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

본 연구는 말기 폐질환으로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이식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동영상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개발에 앞서 문헌고찰 및 면담을 통한 교육 요구도

조사를 기반으로 교육 자료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 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7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타당도를 CVI로 산출하여 평가한 뒤 각 구성 영역에 대한 내용

을 작성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내용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통하

여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완성된

동영상에 대하여 PEMAT-AV 도구를 사용하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료의 적합성

을 평가받고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뒤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을 완성하였다.

1. 문헌고찰 및 환자 면담을 통하여 교육 자료에 포함될 항목과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폐이식 개요’, ‘폐질환’, ‘폐이식 적응증 및 시기’, ‘성공률’, ‘비용’, ‘다학제

팀’, ‘이식 전 평가’, ‘이식 등록 기준’, ‘이식 대기 등록’, ‘이식 전 재활’, ‘이식 전 영

양’, ‘이식 전 건강관리’, ‘수혜자 선정’, ‘수혜자 선정 연락’, ‘입원준비’,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퇴원’, ‘이식 후 추적관찰’, ‘거부반응’, ‘감염’, ‘합병증’, ‘약물’,

‘영양’, ‘일상생활’, ‘이식 후 정서변화’의 총 27개의 세부 주제들이 확인되었다. 교육

자료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CVI는 0.98이었으며 모든 항목이 교육 자료 세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2. 교육 자료 항목별 내용을 작성한 뒤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CVI는

0.99였고 모든 내용의 CVI가 0.80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3. 동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제작 실무자에게 의뢰하였고 영상 촬영 뒤 Powerpoint

2010과 Final cut pro 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 현실감을 위하여

환자 역할에 대역배우를 섭외하여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흉부외과 외래와 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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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병동, 일반 가정집에서 촬영하였고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D 애니메

이션의 저작권을 구입하여 편집 후 동영상에 삽입하였다. 나레이션은 장기이식 분

야 5년 경력의 본 연구자가 담당하였고 편집회의를 통하여 교육 동영상 제작을 마

쳤다.

4. 개발된 교육 동영상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구성과 내용에 대해 타

당도를 평가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PEMAT-AV 도구를 사용하여 평

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본 교육 동영상의 이해도는 97.6점, 실행도는 100점으로

교육 자료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5. 전문가 평가와 더불어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0

명의 폐이식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난

이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절성,

음향의 질, 화면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 점수는 4.4점에서 5.0점이었고 총 평균 점수는 4.76점이었다. 동영

상을 통하여 환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이식과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식 전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고 하며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전문가 평가 및 의견과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하여 동영상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교육 자료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폐이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간호 연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폐이식 대상자의 특성상 잦은 외래 내원이 어렵고 장시간

의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 교육은 환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능한 만큼 나누어 반복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동영상이 폐이식 대

상자 교육에 있어 매우 적합한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동영상 교육 자료

를 통하여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폐이식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폐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에게 이식 전 후 자가 관

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폐이식 수술 전 후 치료 과정에 환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폐이식, 폐이식 대상자, 동영상 교육 자료, P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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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폐이식은 다양한 비가역적인 말기 폐질환의 유일한 치료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1983년 폐이식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둔 이래, 수술기법의 발전 및 면역억제제의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폐이식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6년 첫 폐이식이

시작되어 2018년 6월까지 약 500여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다(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2018).

말기 폐질환의 환자가 잔존 기대 수명이 2년 이내로 예상되면 폐이식을 권유하게

된다(Weill et al. 2015). 환자들이 이식을 권유받고 폐이식을 결정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이식을 결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이식 수술의 결과와 이식 후 삶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며 특히 죽음의 위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Ivarsson, Ekmehag, & Sjoberg,

2011).

국제 심폐이식학회 2016년 보고에 따르면 폐이식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5.9년으로 폐이식이 성공하게 되면 환자들의 생존률이 증가되고 신체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등 삶의 질도 향상된다. 그러나 환자들은

폐이식 수술과 관련된 위험성과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식 수술만으로

환자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폐이식 후에도 끊임없는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 계속적인 엄격한 약물 복용, 거부반응의 위험성, 감염의 위험을 포함해

심혈관계 질환과 신장기능 부전, 신체상 변화와 같은 부작용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Fallon, gould, & Wainwright, 1997). 이외에도 신체 및 정서적으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식사나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도 필수적이다.

말기의 폐질환 환자들에게 폐이식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모든 환자들이 폐이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폐이식을 권유하고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할 때에는 환자가 이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위험을

따져보아야 한다(Weill et al. 2015). 이 때 이식 후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이식 전 환자의 영양상태(Chamogeorgakis et al, 2013), 근감소 정도(Rozenberg

et al, 2014), 운동능력(Hoffman et al, 2017; Li et al, 2013) 등을 참고한다.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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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자라면 폐이식 후 좋은 예후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식을 권유 받았을 당시 이식에 관련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가 폐이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폐이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요구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식팀은 폐이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켜줘야

한다(Moloney, Clcutto, Hutcheon, & Singer, 2007).

교육은 간호 실무의 주요 요소이며 간호사의 독립적인 역할이다(Judith & Karen,

2007).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윤리강령을 통하여 간호사의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의무를 규정하였고 미국 간호협회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의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도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안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환자 교육은 이러한 간호사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미국간호협회는 실무표준 5B 조항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가지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 위험 감소 행동, 발달적 요구, 일상생활 활동 및 예방적

자가관리와 같은 주제로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환자의 발달단계, 교육 요구,

준비도, 학습능력, 언어선호도, 문화에 적합한 건강증진 및 건강 교육 도구를

사용한다. 셋째, 교육의 피드백과 평가를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따라서 이식을

고려하는 환자를 이식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시켜 이식 여부를 결정하고 이식 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이식 전문간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며

이를 위해 환자의 교육요구를 파악한 뒤 이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따른 피드백과 평가를 수렴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내 폐이식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나 폐이식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의 분석 및 이에 맞는 교육 자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 3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이식 대상자의 폐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폐이식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2)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3)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1.3 용어정의

1.3.1 폐이식 대상자

이론적 정의: 일반적으로 만성 혹은 말기 폐질환 환자로 폐이식을 받지 않으면 2년

이내 사망할 위험성이 50%이상이며 폐이식 후 최소 90일 동안 생존할

확률이 80%이상, 이식 후 적절한 이식 폐기능이 유지된다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80%이상인 환자를 의미한다(Weill et al. 201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말기 폐질환으로 흉부외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부터

폐이식을 권유 받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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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을 통하여 폐이식 대상자에게 폐이식 진행과정에서 알아야 할 필수 정

보 및 교육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에서 제시한 폐이식 환자의 건강 이슈를 파

악하고 폐이식 환자의 교육 요구 및 교육 현황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자 한다.

2.1 폐이식 환자의 건강문제

세계 최초의 폐이식은 1963년 시행되었으나 폐이식 환자는 약 일주일 후

신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이후로 1983년까지 폐이식 수술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수술기법의 발전 및 면역억제제의 개발 등으로 1983년 캐나다 토론토

폐이식팀에 의해 처음으로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이두연, 2005). 이

후 폐이식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심폐이식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 ISHLT) 보고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한해 약 4000건 이상의 폐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이식 수술을 받은

원인질환의 가장 많은 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고 다음으로는 특발성 간질성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IIP),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 CF)순이다. 폐이식 후 중앙 생존 기간은 5.9년이며

5년 생존율은 약 55%이며 이식 후 초기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이식 후

생존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Lund et al, 2016).

폐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기능적 상태(functional status)는 이식 후 1년 이내의 환자

중 80이상이 일반인의 70%이상이고 3년까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폐이식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데 특히 신체적 건강이나

기능의 변화가 크다(Singer & Singer, 2013).

폐이식도 다른 장기이식과 마찬가지로 이식 후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제는 calcineurin inhibitor인

tacrolimus와 mycophenolate mofetile(MMF), steroid이다.

면역억제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폐이식 후 1년 이내에 거부반응으로 치료한

환자는 전체 폐이식 환자의 약 28%이다. 재입원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폐이식 후 1년

이내가 감염에 의한 것이지만 1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식 후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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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는 이식 후 30일 이내에는 이식장기부전이 가장 많지만 1달 이후부터

1년까지는 감염이 가장 많고 1년 이후에는 만성거부반응의 일종인 폐쇄세기관지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ISHLT Registry, 2017). 윤지현(2015)의 연구에 의하면

폐이식 후 감염에는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에 의한 세균감염과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이 이식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이식 6개월 후에는 지역사회

획득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식 초반에는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 이식 후 1개월부터 1년까지는 기회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또한 폐이식 후 만성거부반응은 그 진단이나 분류,

위험요인이나 치료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폐이식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이 타

장기이식 환자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된다(Kim, 2016).

이식 후 5년까지 질병 이환율을 살펴보면 53.9%에서 신부전이 발생하고 35.9%에서

당뇨, 41.6%에서 만성거부반응의 일종인 폐쇄세기관지염 증후군이 발생하고 약

19%의 환자에게서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피부암이다(ISHLT Registry, 2016). 따라서 이식 후 환자들의 질병 이환율과

질병군에 대해 이해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폐이식은 1996년 폐섬유화증 환자에게 시행한 일측 폐이식 수술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폐이식 수술은 뇌사장기기증자에게 기증을 받아

진행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집).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폐이식은 2016년까지 총 386건이며 2010년 이전에는 연 10건

이하였던 것이 2010년 이후에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총 89건의

폐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2016년 폐이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116일로

신장이식(1,059일), 간이식(176일), 심장이식(214일)에 비해 짧지만 말기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기자들의 특성상 대기 중 상태 악화나 사망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Paik, Haam, Lee, Yi, Song, Kim, Jheon, et al, 2012; Weill, Benden,

Corris, Dark, Davis, Keshavjee, Glanville, et al, 2015). 또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식

후 생존율 및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신체 활동능력(Wickerson, 2013),

영양상태(chamogeorgakis, 2013), 근감소증(Rozenberg, 2014), 체질량지수(Ikezoe,

2017), 심리사회학적 태도(Dobbels, 2006)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폐이식

대기자들의 대기 중 사망이나 상태악화를 감소시키고 이들이 이식수술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며 이식 후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식 전부터 위험 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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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이식 환자의 교육 요구

교육요구도 사정은 교육자료 개발의 기초가 된다. 요구도 사정은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야한다 (Altshuld & Kumar, 2010). 즉, 요구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재가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이식을 권유 받았을 당시 이식에 관련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가 폐이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요구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식팀은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Moloney, Clcutto, Hutcheon, &

Singer, 2007).

이식 전 환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이식 수술의 결과와 이식

후 삶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데 특히 죽음의 위험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한다. 따라서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은 각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데 이 경우,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이식팀으로부터 정보와 지지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두 정보 외에 자세한 서면정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Ivarsson, Ekmehag, & Sjoberg, 2011).

Davis 등이 폐이식 전,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폐이식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환자들은 이식장기를 보존하는 방법, 응급 상황시 연락처,

이식의 장점, 면역억제제, 이식비용에 대해 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환자들은 이식과 관련된 총체적인 정보를 이식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 받기를

원하였고 이식 직전에 주요 항목에 대해 복습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낭성섬유증으로 폐이식을 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질적 연구에서

환자들은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과 면역억제제 관리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가지고 있고 임신과 새로운 사회적 권리와 같은 부분에서도 교육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alerie D. et al, 2015). 하지만 이 연구는 기저질환이

낭성섬유증인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교육의 요구도가 병명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기관(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은 장기이식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규정에서 장기이식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이식 전에 대체치료, 이식 전 평가과정, 수술과정, 이식을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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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정신사회학적 위험, 이식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증자 관련 위험,

국내와 해당 의료기관의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장기이식은

그 위험성과 예후에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들은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결정할 때에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더불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최근 폐이식 교육과 관련된 국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신 장기이식 교육 요구도에 대한 국내연구는 신장이식과

간이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장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았는데 류정화 등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상태 영역이 가장 높고 활동 영역이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거부반응, 합병증, 응급상황 대처 순으로 높았다. 일반적 특성과 신장이식 제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장이식 환자와 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자군에 비해 가족군의 교육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약물정보, 신체상태, 추후관리영역에서 높았다. 환자군에서는 신체상태영역,

약물정보영역, 영양관리영역, 추후관리영역, 활동 영역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았고

환자군에서 학력과 교육요구도 간의 낮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간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양숙과 김형숙의 연구에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합병증 및 치료과정과 약물복용 시 주의사항,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과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감염관리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요구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50-59세군이 가장 낮았다. 간이식환자와

간호사의 퇴원교육 요구 중요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질병과 영양관련 퇴원 교육 요구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간호사와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받은 군이 의사에게 받은 군보다 교육 중요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퇴원 교육 요구 중요도는 간호사와 환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장이식과 간이식 환자들의 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식을 받기 전에 이식을 준비하는 단계나 이식을 대기하는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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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육자료 구성 및 내용 도출을 위한 문헌고찰 및 교육 요구도 조사

1. 문헌고찰 자료수집

2. 환자 교육 요구도 조사

2단계 교육자료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3단계 시나리오 초안 개발 및 전문가 평가

4단계

교육자료 초안 개발

1. 동영상 개발

1. 교육자료 적합성 평가

2. 환자 만족도 평가

5단계 최종 교육자료 완성

제 3장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및 교육 요구도 조사, 교육자료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시나리오 초안개발 및 전문가 평가, 교육자료 초안개발, 최종교육자료 완성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교육자료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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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자료수집 및 교육 요구도 조사

3.2.1.1 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교육 자료의 하부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폐이식 환자교육과

관련된 문헌 및 국내외 전문 웹사이트의 폐이식 교육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교육

자료에 포함될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자료검색은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4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시

문헌고찰은 PubMed와 Google scholar,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4U)를 이용하고

국내외 전문 웹사이트는 국내 3차병원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UNOS(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ITNS(International Transplant Nurses Society),

Eurotransplant, Naver, Google을 활용하고 동영상 교육자료 검색을 위하여 Google과

Youtube를 이용하였다.

자료 검색 시 사용하는 주요용어는 ‘폐이식’, ‘폐이식 교육’, ‘장기이식교육’, ‘lung

transplantation’, ‘lung transplant education’, ‘transplantation education’, ‘lung

transplantation educational need’, ‘lung transplantation video’이었다. 한편,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검색 시 폐이식 전후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일부만 포함하거나 내용의 서술 대신 Q&A 형태로만

이루어진 자료,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대신,

폐이식 과정의 일부만 포함된 자료이더라도 체계적 근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거나 자료의 출처가 의학회, 간호학회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역별

세부내용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고하였다. 동영상 교육 자료의 경우 의료 전문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들만 포함하였고 일 개인의 사례만을 소개하거나

강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한 자료, 의료기관 홍보 목적으로만 제작된 자료는

제외하였다.

3.2.1.2 환자 교육 요구도 조사

폐이식 대상자가 이식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단계에서 알아야 할 내용으로 폐이식

전 뿐만이 아니라 이식 후의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에서 폐이식을 대기 중이거나 폐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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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폐이식 교육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교육의 실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초점집단 면담(Krueger & Casey, 2014)을 시행하였다.

초점집단 면담은 전통적으로 6~10명의 참여가 권고되지만 (Krueger & Casey, 2014),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의 용이성과 연구 참여자들의 편안함을 위해 미니 초점집단

면담법을 채택하였다. 대상자는 각 집단별 3~4명씩 구성하여 4개 그룹, 총 15명을

임의 표출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선정기준

가. 폐이식 수술을 받은 자

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자

다. 말기 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이식을 권유 받은 자

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

마.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30분 정도의 면담이 가능한 자

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

② 대상자 제외기준

가. 면담 진행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자

나.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

면담 시 자료수집 방법은 Kruger와 Casey(2014)의 초점집단 면담지침을 따랐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방법, 소요시간, 일시와 장소,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위험, 보상내용, 면담내용 기록,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였으며 연구시작 전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제승인번호: 4-2018-0107)을 얻은 뒤 시행하였다. 체계적인 면담 진행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초점집단 면담지침을 숙지하였고 일 대학병원 흉부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약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가 개발한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표 2>를 이용하였고 면담의 내용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음하지 않는 대신 연구자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대화내용을 필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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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식을 권유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 알고 싶으셨나요?”

“이식 전 폐이식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나요?”

“이식 전 폐이식 수술 과정 및 예후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나요?”

“이식 전 의료진에게 폐이식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셨

나요?”

“폐이식 수술 전이라면 현재 의료진에게 폐이식에 대해 더 제공받고자 하는 정

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폐이식 수술 후라면 이식 전에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표 2. 교육요구도 조사를 위한 면담 질문지

3.2.2 교육자료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교육 자료에 포함될 주제와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결과와 교육자료

분석 결과, 면담을 통하여 도출한 환자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한 뒤 교육자료 구성안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교육안에 대하여 흉부외과 전문의 2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2인,

장기이식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장기이식 전문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적합하지 않음;

2점=비교적 적합하지 않음; 3점=비교적 적합함; 4점=매우 적합함)를 활용하고

CVI(content validity index)가 0.80이상인 항목을 채택하였다.

3.2.3 시나리오 내용 작성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

교육자료 구성에 대한 타당도 검증 후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시나리오

초안을 개발하였다. 교육자료 구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던 동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개발된 시나리오 초안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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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Likert 척도(1점=전혀 적합하지 않음; 2점=비교적 적합하지 않음; 3점=비교적

적합함; 4점=매우 적합함)으로 구성하고 CVI(content validity index)가 0.80이상인

항목을 채택하였다. 이 외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3.2.4 동영상 교육자료 초안 개발 및 평가

3.2.4.1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시나리오 각색 및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실무자에게

의뢰하였다. 2018년 5월 30일에 실무자를 만나 동영상의 주제, 목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영상 제작 도움을 받았다.

동영상 촬영은 일 대학병원 흉부외과 외래와 수술실, 폐이식 병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촬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협조를 받았다. 동영상 촬영은 본 연구자와 영상제작

실무자가 담당하였고 동영상의 등장하는 환자 역할은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하여

전문 연기자를 섭외하였다. 교육 자료의 전문성을 표현하고 폐이식의 과정에서

다학제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챕터의 핵심 내용은 의료진의 인터뷰로

구성하였다. 대상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진이 나레이션을 하는 경우 이해도와

전달력이 높아지고 임상현장에서 직접 해당 의료진을 마주할 경우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김미애, 2017)의 내용에 따라 장기이식분야 5년 경력의 본

연구자가 직접 나레이션을 시행하였다. 폐질환 및 폐이식 수술과정 설명시 정적인

그림이나 사진보다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나 3D 영상이 학습자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감을 제공하므로 의료 3-dimension(3D)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기관인 Animated Biomedical Productions(ABP) Learning사에서 제작한 폐질환과

폐이식 수술과정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하여 편집 후 교육 자료에 삽입하였다.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은 영상제작 실무자가 Microsoft office의 Powerpoint 2010과

Apple사의 Final cut pro X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나레이션 녹음, 동영상 촬영, 영상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

기존 선행 연구들(김미애 2017; 김소이 2015; 백원희 2014)에서 동영상 교육 자료는

10분 이내로 제작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주의집중을 높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자료수집시 검색된 동영상 교육 자료들이 한 편당 10분 내외로 제작된 것을 참고하여

약 10분 정도 분량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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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교육자료 적합성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구성 및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는 번역된 Patient

Education Material Assessment Tool (PEMAT) 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PEMAT 도구는 환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교육 자료를 이해하고 교육을 받은 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교육 자료의 이해도와 실행도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구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Shoemaker, Wolf, &

Brach, 2014). PEMAT 도구에는 인쇄물을 평가하는 PEMAT-P (Patient Education

Material Assessment Tool for Printed Materials)와 시청각 교육 자료를 평가하는

PEMAT-AV (Patient Education Material Assessment Tool for Audiovisual

Materials)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의 도구는 이해도 실행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EMAT-AV는 이해도 16문항, 실행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도와 실행도의 측정은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1점,

동의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하고 총점/만점 x 100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값이

높을수록 이해도와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PEMAT-AV 도구의 번역 및 사용을 위해 개발자의 허락을 받았다.

PEMAT-AV의 문항들은 PEMAT-P의 문항들과 두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일치하여

이현경(2016) 등이 번역한 PEMAT-P (Patient Education Material Assessment Tool

for Printed Materials) 중 일치하는 문항들을 번역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두개의 문항에 대해서 연구자가 새로 번역을 하였다. 연구자가 번역한

항목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 가능한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소지자 2인이

번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3.2.4.3 환자 만족도 평가

전문가 집단 평가 후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에서 말기 폐질환으로 폐이식을 권유

받았거나 폐이식 대기 중인 환자 10명에게 완성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평가받았다.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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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자

나. 말기 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이식을 권유 받은 자

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라. 30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자

마.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

② 제외기준

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

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자.

다. 본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만족도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박효정(2001)이 개발한 평가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박효정이 개발한 교육 비디오프로그램 평가 도구는 내용난이도,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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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5점 척도 (1점=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2점=보통이다; 3점=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설문 종료 후에는 동영상 시청 후 학습요구도가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시행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없는지,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3.2.5 최종 교육자료 완성

PEMAT 도구를 사용하여 나타난 적합성 결과와 만족도 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교육자료 초안의 자막오기, 자막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최종 교육 동영상을 완성하였다.



- 15 -

제 4장 결과

4.1 문헌고찰을 통한 교육자료 구성 및 내용 도출

국내외 전문 웹사이트 검색결과 국내 자료 5편, 국외 자료 14편의 교육 자료가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이 중 동영상 교육 자료는 국내에는 분석대상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었고 국외 자료는 총 4편이 분석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국내 자료는 모두

이식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서술되어 있었고 별도의 교육자료 파일은 없었다. 동영상

자료를 제외한 국외 자료는 이식의료기관이나 학회 홈페이지에 폐이식과 관련된

정보가 서술되어 있거나 교육 책자를 portable document format(PDF) 파일로

변환하여 함께 게재하거나 교육 내용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동영상 자료 검색의 결과 폐이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동영상 자료보다 폐이식의 일부 과정이나 이식의료기관 소개,

폐이식 개요, 환자 사례를 소개하는 자료가 더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전문웹사이트

교육 자료들에 비해 동영상 교육 자료의 양이 현저하게 적어 폐이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 자료들만 분석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동영상 자료에 한해서

일부 내용만 포함하더라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교육 자료별 교육 내용은 <표3>,

<표4>와 같다.

전문웹사이트 교육 자료들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빈번했던 항목은 폐이식 개요,

폐이식 적응증, 이식 전 평가, 이식 대기, 수술 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거부반응,

감염, 약물이었고 이 중 이식 전 평가 항목은 모든 교육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식 전 환자의 재활이나 영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 교육

자료에서만 확인이 되었다. 외국의 경우, 수혜자와 기증자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접촉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은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매매 근절을 위하여 법으로 서로간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어 자료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동영상 교육 자료들은 모두 국외에서 제작되었다. 동영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University of Michigan의 동영상은 슬라이드, 자막, 현장 촬영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University of Florida의 동영상은 실제 환자가 이식을 준비하고

이식 후 회복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자막과 환자, 의료진의

인터뷰를 추가하여 제작되었다. Toronto 그룹의 경우에는 실제 촬영한 영상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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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고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의

동영상은 별도의 나레이션이나 자막 없이 모든 내용들이 이식의 과정을 실제 경험한

환자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한 편의 동영상 재생시간은 각각 평균 3분 42초에서

11분 34초였으며 Toronto 그룹은 모든 내용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에 비해

다른 세 그룹은 하부 영역별로 나누어 여러 개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 교육

자료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은 <표5>와 같다.

동영상 교육 자료들도 전문웹사이트 교육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이식 후 감염이나 거부반응, 추적관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였는데 특히

수술과정과 회복과정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문웹사이트 자료들에 비해 많았다.

특히 재활과 운동에 대한 내용은 모든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이식의

성공률은 모든 자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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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식 전

폐이식 개요 O O O O O O O O 0 O O

폐질환 O O O O

폐이식 적응증 O O O O O O O O O O O O

성공률 O O O O

폐이식의 장단점 O O O O O

비용 O O O O O O O O O

다학제팀 O O O O O O O O

이식 전 평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이식 등록 기준 O O O O

이식대기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이식 전 재활 O O O O O

이식 전 영양 O O O O O

이식 전 건강관리 O O O O O O 0 O

수혜자 선정 O O O O 0 O O O O O O

이식 이후

수혜 선정 연락 O O O O O O O O O

입원준비 O O O O O O O O O O

수술과정 O O O O O O O O O O O

수술 후 회복과정 O O O O O O O O O O O O O

이식 후 호흡재활 O O O O O O O O

퇴원 O O O O O O

이식 후 추적관찰 O O O O O O O

거부반응 O O O O O O O O O O O O

감염 O O O O O O O O O O O O

합병증 O O O O O O O

약물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영양 O O O O O O O O O O

일상생활 O O O O O O O O O O O O

이식 후 정서변화 O O O O O

표 3. 전문웹사이트 교육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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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A B C D

이식 전

폐이식 개요 O

폐질환 O

폐이식 적응증 O O

성공률

폐이식의 장단점 O O

비용 O O O

다학제팀 O

이식 전 평가 O O O

이식 등록 기준 O

이식대기 O O

이식 전 재활 O O

이식 전 영양 O

이식 전 건강관리 O O

수혜자 선정 O O

이식이후

수혜 선정 연락 O O O

입원준비 O O O

수술과정 O O O O

수술 후 회복과정 O O O O

이식 후 호흡재활 O O O

퇴원 O O O O

이식 후 추적관찰 O O O O

거부반응 O O O O

감염 O O O O

합병증 O O

약물 O O O

영양 O

일상생활 O O O

이식 후 정서변화 O

표 4. 동영상 교육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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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교육내용

범위
영상구성

총 영상

개수

개별 영상

평균

상영시간

총 상영시간

A 전과정
현장촬영, 슬라이드,

자막
17 3분 42초 62분 47초

B
이식수술

이후

환자 사례 추적,

환자/의료진 인터뷰,

자막

2 6분 37초 13분 14초

C 전과정 애니메이션, 자막 1 11분 34초 11분 34초

D 전과정 환자 인터뷰 35 11분 01초 385분 45초

표 5. 동영상 교육자료 비교

4.2 폐이식 대상자의 교육 요구

서울시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에서 폐이식을 대기 중이거나 폐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7명의 대기자와 8명의 이식자, 총 15명의 환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일 대학병원 흉부외과 외래에서 각 20~30분간 초점 집단면담을

시행하였다.

대기자의 연령은 45세에서 64세 사이에 분포하였고 이식자의 연령은 48세에서

68세였다. 성별 분포는 대기자의 경우 남자 4인, 여자 3인이었고 이식자의 경우 남자

4인, 여자 4인이었다. 대기자의 학력은 중등졸과 대졸이상이 각각 1명이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고등졸이었다. 이식자의 학력은 중등졸이 1명, 고등졸이 4명, 그리고

대졸이상이 3명이었다. 이식 전 진단명을 살펴보면 대기자와 이식자 모두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환자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IPF를 제외한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ILD)는 대기자가 1명,

이식자가 3명이었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는 대기자가 2명, 이식자가 1명이었다. 이식 환자의 평균 이식 후 개월

수는 24.1개월 (Max 68, Min 3)이었고 대기환자의 대기시간은 평균 9.4개월 (Max 22,

Min 2)이었다.

초점그룹은 총 4그룹으로 연령범위는 각각 45세에서 62세, 48세에서 64세, 54세에서

66세, 54세에서 66세로 비슷하였다. 그룹 1은 대기자 2인, 이식자 2인으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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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류 연령(세) 성별 학력 진단명
이식(대기) 후 
기간 (개월)

그룹1
  환자1
  환자2
  환자3
  환자4

이식자
대기자
이식자
이식자

62
46
45
58

M
F
F
M

고졸
대졸
고졸
대졸

IPF
COPD
ILD
ILD

26
9
6
12

그룹2
  환자5
  환자6
  환자7

대기자
이식자
이식자

64
60
48

M
F
F

중졸
고졸
대졸

IPF
IPF
IPF

3
5
3

그룹3
  환자8
  환자9
  환자10
  환자11

대기자
대기자
대기자
이식자

54
62
61
68

F
M
M
M

고졸
고졸
대졸
중졸

IPF
IPF
IPF
IPF

17
22
2
14

그룹4
  환자12
  환자13
  환자14
  환자15

이식자
이식자
이식자
대기자

52
52
48
63

F
F
M
M

고졸
고졸
고졸
고졸

COPD
ILD
ILD

COPD

35
30
68
7

비율이 2:2였다. 그룹 2는 대기자 1인, 이식자 2인으로 남녀 비율은 1:2였으며 그룹3은

대기자 3인, 이식자 1인으로 남녀 성비도 3:1이었다. 대기자 1인과 이식자 3인으로

구성된 그룹4의 성비는 2:2였다.

표 6. 초점그룹의 일반적 특성

면담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폐이식이 필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진으로부터 폐이식 수술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

진의 권유로 폐이식 수술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혹은 가족이 폐이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폐이식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직 폐

이식과 폐질환 대한 대중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이고 의료진의 폐이식에 대한 인식 또

한 부정적이기 때문에 폐이식 수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많은 환자들은 폐이식 수술에 대한 정보를 의료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로 처음 접하였다고 하였고 오랜 기간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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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료진으로부터 폐이식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것 뿐만 아니라 폐이식을 권

유조차 받지 못한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환자들은 폐이식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폐이식이 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폐이식을 권유 받은 뒤 폐이식에 대한 정

보를 검색해 보았지만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다고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폐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환우 카페를 통하여

얻었다고 하였다. 인터넷 환우 카페는 폐이식을 받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인터

넷 카페로 그 회원수는 약 1,400명으로 폐이식 전, 후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폐이식

수술과 이식 수술을 대기했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터넷 환우 카페는 접

근이 용이하고 폐이식을 직접 경험한 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료진보다

친근하고 현실감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환우 카

페를 통하여 얻는 정보는 전문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대다수의 게시글이 개인의 경

험과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왜곡

하여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현하였다.

환자 면담을 통해 폐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도출한 결과 환자들은 폐이식의

개요, 폐이식 적응증 및 시기, 성공률, 비용, 이식 전 재활, 이식 전 건강관리, 수혜자

선정,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이식 후 호흡재활, 이식 후 합병증, 이식 후 정서변

화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 면담을 통해 확인한 교육 요구도는 <표 8>과 같이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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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식 개요

폐이식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폐이식 수술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폐질환을 오래 앓았지만 이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폐이식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폐도 이식을 하냐고 되물어 봐요.”

“일반 사람들은 폐는 이식을 못하고 폐병 환자는 그저 죽는다고 생각해

요.”

폐이식

적응증

및 시기

“폐질환을 오래 앓았지만 이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폐병이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폐이식이 가능한 조

건, 질병, 컨디션이 알고 싶어요.”

“이전 병원에서 폐이식 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지 마라, 못한다고

했어요. 왜 못하는지도 몰랐어요.”

“(폐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좋을지 혹은 미루다가 다른

장기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닌지 고민이 됐어요. 최후의 단계가 폐이식이

라고 들어서…”

“이대로 잘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성공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안 해도 2-3년, 해도 5년이라는데…”

“이식 수술이 성공해도 5년이라는데 굳이 할까”

“이식하면 괜찮을까, 기침 안 할까.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나,

이식 후 한정된 시간이 얼마일까”

“다니던 병원에 가서 폐이식 수술하고 싶다고 말하니 폐이식하면 다 죽

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고 했어요.”

“살 수 있을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비용

“(폐이식 수술비에 대한) 경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폐질환으

로 환자는 이미 수술 전부터 경제력이 적어요.”

이식 전

이식 전

재활

“이식 전 운동과 체력유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운동의 개념을 환자들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

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식 전

건강관리

“이식 대기하고 있는 동안 산소요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폐이식 수술을 받고 보니) 이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식 전 건강

표 7. 환자 면담을 통해 도출한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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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잘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식 전에 체중관리나 운동 같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해요.”

“이식 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들었지만 실감을

못했어요.”

이식 당일부터 수술 직후

수혜자

선정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하는 동안 막연

한 긴장감 속에 살고 있어요.”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요.”

수술과정 “(폐이식 수술이) 부분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수술 후

회복과정

“이렇게까지 힘든 수술인 줄 몰랐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면 숨쉬는게

바로 편해질 줄 알았어요.”

“수술하고 금방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일주일이면 나을 줄 알았어요.”

“수술 직후에 고꾸라질 줄 몰랐어요.”

“근육이라는 근육이 많이 빠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식 후

호흡재활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

아요.”

“이식 수술을 받았더니 처음에는 뼈에 살만 붙어있고 완전 신생아 같았

어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니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회복하는 데는

운동이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식 후

합병증

“환자들의 사례도 알고 싶어요. 회복이 잘 되지 못한 사례도 알고 싶

어요.”

“실패한 사례도 알면 이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퇴원하고 나서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퇴원 후에도 합

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장기적, 단기적 합병증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모르고 (합병증) 당하니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됐어요.”

이식 후

정서변화

“이식 수술 후에도 한 일 년 정도는 합병증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해서

이식한 걸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회복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도 되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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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 자료의 내용 구성

4.3.1 문헌 고찰과 환자 면담을 통한 교육 자료의 시나리오 구성

문헌 고찰과 환자 면담을 통하여 도출한 폐이식 대상자의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표9>와 같이 교육 자료의 시나리오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문 교육자료 및 환자 면담 결과 총 27개의 세부 주제들이 확인되었고 각

주제들은 폐이식 전후 과정에 따라 크게 ‘폐이식 개요’, ‘이식 전’, ‘이식수술 당일부터

수술직후’, ‘이식 후’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생존율’과 ‘비용’의 경우

전문 웹사이트 교육 자료들에서 드물게 언급되었고 동영상 교육 자료들에서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환자 면담을 통한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많은 환자들에게서

교육 요구가 확인되어 동영상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

웹사이트에서는 비중이 적었지만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환자들이 폐이식 후 회복의

핵심 요소로 꼽았던 ‘폐이식 전후 호흡재활’에 대해서 본 연구의 동영상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도록 계획하였다. 1개의 전문 교육 자료에 언급되었던 ‘폐이식의

장단점’은 환자 면담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교육 내용 전반에 걸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교육자료 구성영역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 교육자료 조사 및 환자 면담을 통하여 총 27개의 주제를 교육자료 세부

구성영역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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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문헌고찰 환자면담

폐이식 개요

폐이식 개요

폐질환

폐이식 적응증 및 시기

성공률

비용

다학제팀

O

O

O

O

O

O

O

O

O

O

이식 전

이식 전 평가

이식 등록 기준

이식대기등록

이식 전 재활

이식 전 영양

이식 전 건강관리

O

O

O

O

O

O

O

O

이식수술

당일부터

수술 직후

수혜자 선정

수혜자 선정 연락

입원준비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이식 후 호흡재활

퇴원

O

O

O

O

O

O

O

O

O

O

O

이식 후

이식 후 추적관찰

거부반응

감염

합병증

약물

영양

일상생활

이식 후 정서변화

O

O

O

O

O

O

O

O

O

O

표 8. 교육자료 시나리오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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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교육 자료의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교육 자료의 시나리오 구성에 대하여 흉부외과 전문의 2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2인,

장기이식분야 5년 이상 경력의 장기이식 전문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대부분의 구성 영역의 CVI가 1.00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고 성공률, 수혜자 선정기준, 수혜자 선정연락, 이식 후 정서변화에 대해서

는 0.86점으로 타 구성영역에 비해 CVI가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모든 구성영역의

CVI는 0.80이상으로 모든 항목이 교육 자료 구성영역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S-CVI는 0.98이며 각 항목의 CVI는 <표 10>과 같다.

4.4 시나리오 초안 작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교육 동영상 시나리오의 27개 구성 영역에 대하여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그 내

용에 대해 구성영역에 대한 타당도 조사를 시행했던 동일한 전문가 7인이 전문가 타

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시나리오 내용 중 CVI 0.86이었던 폐이식 비용과 다학제팀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의 내용이 CVI 1.00이었으며 모든 내용의 CVI가 0.80 이상으로 제외되는 내용은

없었다. S-CVI는 0.99였다.

이와 더불어 ‘폐이식의 금기’, ‘비용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소개하

기에 조심스러움’, ‘수혜자 선정 기준 및 대기 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 ‘대기기간 중

거주 지역 및 이식 수술 취소 가능성’, ‘이식 전 환자 상태 악화, ECMO, 기관삽관 등

상태에서 이식하는 경우 생존율 감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가

의견들이 있었다. 따라서 비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축소하고 이식의 금기, 위험성, 수

혜자 선정 기준 및 대기기간, 수술 취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최종 시나리

오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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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CVI

1 폐이식 개요 1.00

2 폐질환 1.00

3 폐이식 적응증 및 시기 1.00

4 성공률 0.86

5 비용 1.00

6 다학제팀 1.00

7 이식 전 평가 1.00

8 이식 등록 기준 1.00

9 이식 대기등록 1.00

10 이식 전 재활 1.00

11 이식 전 영양 1.00

12 이식 전 건강관리 1.00

13 수혜자 선정 기준 0.86

14 수혜자 선정 연락 0.86

15 입원준비 1.00

16 수술과정 1.00

17 수술 후 회복과정 1.00

18 이식 후 호흡재활 1.00

19 퇴원 1.00

20 이식 후 추적관찰 1.00

21 거부반응 1.00

22 감염 1.00

23 합병증 1.00

24 약물 1.00

25 영양 1.00

26 일상생활 1.00

27 이식 후 정서변화 0.86

표 9.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CVI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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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VI

1 폐질환 1.00

2 폐이식 개요 1.00

3 폐이식 적응증 1.00

4 비용 0.86

5 이식 전 평가 및 등록 기준 1.00

6 이식 대기 등록 1.00

7 이식 전 재활과 영양 1.00

8 이식 전 건강관리 1.00

9 수혜자 선정기준 1.00

10 수혜자 선정연락 및 입원 1.00

11 수술과정 1.00

12 회복과정 - 중환자실 1.00

13 회복과정 - 일반병실 1.00

14 이식 후 호흡재활 1.00

15 이식 후 영양 1.00

16 퇴원 1.00

17 약물과 합병증 1.00

18 감염 1.00

19 생존율 및 거부반응, 추적관찰 1.00

20 일상생활 1.00

21 이식 후 회복과정 1.00

22 정서변화 1.00

23 다학제팀 0.86

표 10.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CVI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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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0. 동영상 소개

나레이션 이 동영상은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폐이식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자막 이 동영상은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폐이식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화면구성

4.5 시나리오 및 화면 구성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총 5개의 소단원 (‘폐이식이란?’, ‘폐이

식 수술 준비’, ‘수혜자 선정’, ‘폐이식 수술 및 회복과정’, ‘폐이식 수술 후’)로 구성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총 상영시간은 10분 28초이며 시나

리오와 화면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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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1. 폐질환 개요

나레이션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조직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

다. 그리고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효과적으로

몸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폐입니다. 하지만 여러 원인

으로 인해 폐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호흡곤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폐의 기능

화면구성

Chapter 1. 폐이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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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2. 폐이식 개요

나레이션 폐이식 수술의 대상이 되는 폐질환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특발성 폐

섬유화증을 제외한 간질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동맥 고혈압,

림프관평활근종 등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암병력이 있거나 암이

재발한 환자는 폐이식의 대상이 아니며 고령의 환자이거나 근력저하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이식 전 후 재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저체중인 환자, 반대로 비만인 환자도 역시 폐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막 폐이식이란?

흉부외과 이진구 교수

폐이식은 환자분의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

대로 교환하지 못하고 환자분들의 첫번째 치료인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할 때 폐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폐이식을 받는다고 해서 환자분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

다. 회복하는데 빠르면 2주, 3주, 한달 만에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컨디션이 많이 안좋으신 분들은 두달, 세달, 굉장히 긴 기간의 회복기

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의 서포

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폐이식을

결정하고 폐이식이 진행됩니다.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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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3. 폐이식 비용

나레이션 폐이식 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이 되며 폐이식에 따른 비용은 수술부터

이식 후 6개월까지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자막 폐이식 비용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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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1 이식 전 평가

나레이션 의료진으로부터 폐이식 수술을 권유 받았다면 우선 폐이식 수술의 대

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식 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

다. 폐이식 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기

능과 전신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식 전 검사를 통하여 이

식 수술의 위험성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폐이식 전 검사

Ÿ 기관지 내시경, CT, 심초음파, 심도자술, 위내시경, 혈액검사 등 전

신검사 시행

Ÿ 폐이식 수술 대상 여부 확인

Ÿ 전신 상태가 양호해야 폐이식 수술 가능

화면구성

Chapter 2. 폐이식 수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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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2 이식 대기 등록

나레이션 이식 전 검사를 통하여 폐이식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질

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막 이식 대기 등록

화면구성

Scene 2-3 이식 전 건강관리

나레이션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되었더라도 대기 중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이식

수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 기

간 동안 근력운동을 통한 체력관리와 양질의 식사를 통한 영양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곤란 악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까운 응

급실을 방문하거나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자막 이식 전 건강관리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

“이식 수술 전 근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영양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

에 따라 이식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력과 영양상태가

좋은 환자들이 이식 수술 후 큰 문제없이 회복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

니다. 반대로 걸을 수 없다든지 너무 마른 환자들은 이식 수술의 위험

성이 너무 높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곤란 악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까운 응급실

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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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구성



- 36 -

Scene 3-1 수혜자 선정

나레이션 기증자가 발생하면 전국의 폐이식 대기자 중 혈액형, 응급도, 대기기간,

나이, 지리적 근접도 등을 고려하여 이식 수혜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기증자의 폐가 본인에게 적합해야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

기자 등록 순서에 따라 이식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안내

에 따라 입원절차를 밟고 수술을 준비 합니다. 수혜자로 선정 되어 수

술을 준비하기 위해 입원을 했더라도 기증자의 폐 상태가 악화되면 이

식 수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막 이식 수혜자 선정기준

Ÿ 혈액형, 응급도 대기시간, 지리적 근접도, 연령, 기증전력, 폐크기 차

이

Ÿ 기증자의 폐가 본인에게 적합해야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Ÿ 대기자 등록 순서에 따라 이식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Ÿ 상황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기증자의 폐 상태가 악화되면 이식 수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면구성

Chapter 3. 수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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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1 폐이식 수술

나레이션 기증자의 수술 진행 상황에 맞추어 수혜자의 수술시간이 정해집니다.

수술의 과정은 우선 환자의 병든 한 쪽 폐를 제거하고 기증자의 건강

한 폐를 이어주는데 두 사람의 폐동맥과 폐정맥, 기관지를 봉합합니다.

한 쪽 폐 봉합이 완료되면 반대쪽 폐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

다. 수술실 입실부터 수술 종료까지 시간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정도

소요되며

자막 폐이식 수술 과정

화면구성

Chapter 4. 폐이식 수술 및 회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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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2 중환자실 회복

나레이션 집중치료와 모니터링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이식 받은 폐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 보

조가 필요하므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기까지 진정수면 상태에서 집중치

료를 받게 됩니다.

자막 중환자실 이동

인공호흡기 보조 및 집중 치료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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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3 일반병실 회복

나레이션 인공호흡기 보조 없이 자가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다른 문제가 없

는 경우 일반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병실은 감염 예방을 위하여 1인실을 사용하며 간병에 필요한 보호

자 외에는 면회를 제한합니다.

자막 일반병실 이동

감염예방위해 1인실 사용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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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4 이식 후 호흡재활

나레이션 폐이식 수술 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입니다. 폐이

식을 받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식 전 폐질환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폐이식 수술과 중환자실 집중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몸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자막 폐이식 수술 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입니다.

호흡재활 전담간호사 이동형

이식 후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이 필수적이므로 보호자와 전문재

활팀의 보조를 받아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면구성



- 42 -

Scene 4-5 이식 후 영양

나레이션 또한 폐이식 수술 후 재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전신쇠약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막 폐이식 수술 후 재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전신쇠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화면구성

Scene 4-6 퇴원

나레이션 폐이식 수술 후 입원 기간은 환자의 회복 속도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지

만 수술 후 평균 1달정도의 회복기간을 거쳐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전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폐이식 후 일상생활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을 받게 됩니다.

자막 수술 후 평균 1달 정도의 회복기간을 거쳐 퇴원을 합니다.

퇴원 전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폐이식 후 일상생활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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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5-1 이식 후 약물 복용 및 감염, 합병증

나레이션 폐이식 수술 후에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

용해야 하고 면역억제제로 인한 감염과 고혈압, 당뇨, 신기능 저하, 골수

기능 저하와 같은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억제제 혈중농도가 높고 환자의 전신상태가 비교적 약한 시기

인 이식 후 6개월까지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와 같은 개인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철저히 준

수해야 합니다.

자막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

합병증: 감염, 고혈압, 당뇨, 신기능저하, 골수기능 저하 등

이식 후 6개월까지는 감염의 위험 주의

화면구성

Chapter 5. 폐이식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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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5-2 폐이식 생존율

자막 폐이식 생존율

호흡기내과 김송이 교수

이식 전 환자 상태 불량, ECMO, 기도삽관

폐이식 후에 1년 생존률은 대략 80~90%로 알려져 있고 5년 생존률은

약 50에서 60%정도이긴 한데 이식 전에 환자분의 상태가 안좋으시거나

중환자실에서 에크모라는 기계나 기도삽관을 한 상태에서 이식을 받으

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생존률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식

후 1년 이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이나 급성거부반응의 문제이

고 1년이 지나가고 나면 장기적으로 만성거부반응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식 후에 면역억제제를 규칙적

으로 잘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외래 추적을 잘 받으시면서 전체적인 상

황을 관리를 잘 받으시는게 계속적으로 중요합니다.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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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5-3 폐이식 후 회복, 일상생활 및 정서변화

나레이션 폐이식 수술 후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건강관리로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

면서 환자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며 외출, 여행, 사회생활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폐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폐와 신체의 기능이 완전

히 회복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섭

취는 회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회복 속도나 합병증 여부는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식

수술 후 경험하는 체력저하, 감염, 합병증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과 감정

기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스러운 현상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섭취, 그리고

의료진과의 상담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막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섭취가 필수

이식 후 일시적인 불안과 감정기복 생길 수 있어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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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5-4 폐이식 다학제팀

나레이션 폐이식 수술 후 회복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식의 전반

적인 과정에서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이식팀이 함께 의논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은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마취과, 심장

내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이식 간호팀, 호흡재활

팀으로 구성되어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폐이식 전후 환자들 치

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이식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폐이식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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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적합성 평가 (PEMAT-AV)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AT-AV 도구를 이용한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교육 동영상 내용 구성안에 대하여 타당도를 평가하였던 동일한 전문

가 집단에게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이해도와 실행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해도

13문항, 실행도 4문항 문항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이해도 2문항(항목 12, 19)과 실행도

1문항(항목 25)를 제외한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 동영상의 이해도는 평균 97.6점이

었고 실행도는 평균 100점이었다. 모든 전문가가 실행도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

하다고 하였고 이해도에서는 11번 항목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적합하다고 하였다 (표12). 평가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폐이식의 금기 대상에서

고령은 절대적인 연령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삭제하는 것과 민감

한 주제이고 개인차가 많은 비용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교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동영상의 구성과 내용이 환자 교육에 적합하게 제작되었

다고 하였다.

4.7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 폐이식을 권유받았거나 폐이식 대기 중인 10명의 환자에게 동

영상 시청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동영상 시청에 방해를 최소화하고 면담 중 편

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실에서 시청 및 평가를 진행하

였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면담을 시행하여 추가 의견을 확인하고 교육 요구도가 충

족되었는지 질문하였다.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환자는 이식 대기자 7명과 이식을 받은 환자 3명이었고 연령

은 40대에서 60대로 학력수준은 중졸에서 대졸까지 다양하였다. 환자의 대부분은 남

성이었고 진단명은 IPF, ILD, COPD, PPH(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폐동맥

고혈압)이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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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이해도

주제: 내용

1. 자료의 목적이 명확하다.

주제: 단어 선택과 형식

3.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4. 의학용어는 대상자가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

로만 사용되고, 사용시에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5. 자료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제: 조직화

8. 자료는 짧은 단락으로 정보가 나뉘어져 있다.

9. 자료의 단락은 정보를 주는 소제목이 있다.

10. 자료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11. 자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주제: 배치와 설계

12.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시(화살표, 밑줄

등)을 사용하고 있다.

13.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읽기 쉽다.

14. 단어가 너무 빠르거나 부정확하지 않고 명확히 들린다.

주제: 시각적 도구의 사용

18. 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19. 자료는 짧고 간결한 제목이 있는 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해도 점수(%): 97.6

7

7

7

7

7

7

7

5

N/A

7

7

7

N/A

실행도

20.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제

시하고 있다.

21. 제시된 행동은 실제로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22. 수행가능하고 알기 쉬운 단계로 나누어 행동을 제시하고 있

다.

25. 행동에 옮기도록 차트, 그래프, 표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실행도 점수(%): 100

7

7

7

N/A

표 11. 동영상 교육 자료의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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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세) 성별 학력 진단명 이식대기여부(Y/N)
이식대기

기간(개월)

환자1

환자2

환자3

환자4

환자5

환자6

환자7

환자8

환자9

환자10

62

52

51

56

64

44

62

65

54

58

M

F

M

M

M

M

M

M

F

M

대졸

대졸

고졸

중졸

중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고졸

IPFa

ILDb

IPF

COPDc

IPF

PPHd

IPF

IPF

IPF

COPD

Y

Y

N

Y

Y

N

N

Y

Y

Y

5

5

N/A

3

5

N/A

N/A

9

19

2
a: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b: Interstitial Lung Disease
c: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d: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표 12. 만족도 평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0)

평가 도구의 각 항목은 전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동의한다’ (5점)으

로 채점하였다. 평가 항목 중 언어의 적절성은 모든 대상자가 만장일치로 만족한다고

하였고 흥미 영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모든 항목의 점수는 4점

이상으로 개발된 동영상 자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5). 이식 대기자와 아직 이식을 대기하지 않은 환자들의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는 각

각 43점과 42.3점이었다(총점 45점). 연령대별 만족도 점수는 40대가 39점, 50대가

43.2점, 60대가 43.3점이었고 교육정도 별로는 중졸이 41점, 고졸이 44.3점, 대졸이 42

점이었다.

설문지 작성 후 면담에서 모든 환자들이 동영상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음에 대

하여 표현하였고 구성과 내용에 만족한다고 시청 소감을 밝혔다. 동영상 교육 전 이

식자들은 모두 담당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부터 책자와 구두설명을 통하여 폐이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식 전 환자들은 모두 의료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양 군 모두 인터넷과 의학 방송을 폐이식 관련 정보원으로 활용하

고 있었다. 이식 대기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동영상 교육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지만 동영상 시청 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수술 전 건강상태, 운동, 영양 면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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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평균

내용의 난이도 동영상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 4.9

언어의 적절성 동영상에 사용된 언어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흥미 동영상의 교육 내용은 재미있다. 4.4

동기유발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8

효과성 교육 내용에 따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4.9

시간의 적절성 상영시간이 적당하다 4.7

화면 구성의

적절성
사용된 화면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7

화면의 질 화면의 질이 좋다. 4.7

4.7음향의 질 음향의 질이 좋다.

총평균 4.76

생각이 들고(환자 1, 2, 4, 5, 8), 수술 후 감염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

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환자 1, 2, 5, 9, 10). 이식을 권유받았으

나 아직 대기 등록 전인 환자들 역시 기존에 알고 있는 폐이식에 대한 지식과 동영상

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폐이식 전후에 운동이나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동영상

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환자들 모두가 동영상

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 적당하다 응답하였다. 동영상 교육 자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으로는 수술방법(환자 2, 5, 7, 10)과 수혜자 선정기준(환자 3, 5, 7)이 있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질환별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한

1명(환자 2)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부

터 상담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폐이식 상담시 제공하는 소책자를 제공하여 추후

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3.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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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본 연구는 폐이식 대상자에게 폐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폐이식 수

술을 결정하고 폐이식 전후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헌고찰과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

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교육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이며 적절

한 교육 자료의 개발은 전문적인 실무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임연호 외, 2010). 그리

고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구두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대상자에

게 적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

거를 활용해야 한다(Sim, 2011).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를 사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 자

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미숙 등(2016)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임종교육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개방적 질문을 이용하여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고, 김정은 등(2016)은 흉부수술 환자와 가족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환자와 가족 총 10명을 대상으로 연구

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한 교육요구도 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교육 요

구도를 파악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고

대상자 23명에게 적용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헌 고찰과

자료 수집, 대상자 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고

자 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는 폐이식 대상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이다.

환자 교육 자료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동영상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익숙하

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reen et al. 2004). 환자들은 저마다 각자

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시각과 청각, 운동감각적 접근을 이용한 교수법이 가

장 효과적이므로(Russell, 2006) 본 연구에서는 폐이식 대상자들에게 폐이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이 이식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식과 관련된 지식

을 습득하여 이식 전후 건강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의 개발에 앞서 교육 자료의 내용을 구성하

기 위해 국내외 전문 이식 기관의 홈페이지, 교육 책자, 동영상 교육 자료를 분석하였

다. 국외 대부분의 기관이 실무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책자를 PDF 파일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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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원하는 때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웹검색을 통하여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국외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동영상 교육 자료의 경우 국내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고 국외의 경

우도 사례 중심을 통해 폐이식을 소개하는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폐이식 전후의 전반

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자료는 드물었다.

전문웹사이트 교육 자료들은 폐이식 전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폐이식 개요, 폐이식 적응증, 이식 전 평가, 이식 대기,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

과정, 거부반응, 감염, 약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이식 전 평가 항

목은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폐이식에 있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식 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폐이식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이

식 외 다른 치료 수단을 모두 시도해보기 전에 이식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장기의 희

소성 때문에 이식 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이식을 치료의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Weil et al. 2015) 적합

한 대상자의 선정은 모든 이식 의료기관에 있어 공통된 관심사인 것으로 사료된다.

Abed(2014) 등이 행동 수정을 위한 동영상 환자 교육 자료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동영상 교육 자료들은 모두 설명 혹은 그래픽 영상, 실제 인물 등장, 가상 인물

등장의 세가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시범이나 설명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영상이 행

동 수정의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영상 교육 자

료들도 자막과 슬라이드, 실제 임상 현장의 촬영, 의료진 인터뷰, 애니메이션, 환자 인

터뷰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여 학습

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의 세부 주제에

따라 한 편당 평균 3분에서 11분 정도 분량으로 여러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되었

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동영상 교육의 학습효과가 10분 내외로 제작하였을 때 가

장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들(김미애 2017; 김소이 2015, 백원희 2014)에 비추어 보

았을 때 동영상의 길이는 모두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전문웹사이트 교육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교육 자료들도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이식 후 감염이나 거부반응, 추적관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전

체 내용에서 수술과정, 회복과정, 재활과 운동의 비중이 높았다. 동영상 교육은 학습

자들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신들에게 대입하여 시각화한 뒤 이

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가 의도한대로 자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Krouse HJ, 2001). 따라서 행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수술과정, 회복과

정, 재활과 운동에 대한 내용이 동영상 교육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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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이식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 외에 폐이

식을 받았거나 대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다.

Ivarsson(2011) 등이 폐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서 면담에 참여한 환자들도 폐이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신문, 책, 기타 미디어

자료, 인터넷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특이할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폐이식 환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폐이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한 것인데 자조모임은 환자가 자

신의 질환에 적응하고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이 있지만(Sautier

et al. 2014) 환자들이 지적한 바대로 정보의 형태가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환자의 개

인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고, 정보의 제공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모든 환자들이 면담을 시작하며 현재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폐이식과 관

련된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며 의료진들도 환자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폐이식 관련 자료

의 부족은 결과는 앞서 문헌고찰을 위한 자료수집 시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폐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LeShara et al. 2014; Moloney et

al. 2007))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폐이식의 예후, 이식 후 경과, 이식 대기, 비

용, 합병증에 대한 환자의 교육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이식 전 재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폐이식 후 회복에 있어 재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Jastrzebski

D. et al. 2013; Langer D et al. 2015; Fuller L. M. et al. 2014) 의료진들이 이를 임

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실제 경험을 통해 환자들이 그 중요성에 대하

여 깨달음에 따라 재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결과로 사료된다.

문헌고찰과 교육 요구도 사정을 통하여 총 27개의 교육 자료 세부 주제들이 선정되

었다. 모든 주제들 중 성공률, 수혜자 선정 기준, 수혜자 선정 연락, 이식 후 정서변화에

대한 CVI 점수가 0.86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모든 주제들이 교육 자료의 구성 영역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였다. 이는 기존의 폐이식 동영상 교육 자료들에서 부족한 영역들을

모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영상이 기존 교육 자료들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채택된 교육자료 구성 영역을 폐이식의 진행 흐름에 맞

추어 이식 전, 중, 후로 분류하고 각 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한 뒤 시나리오 초안

을 만들었다. 모든 내용의 CVI가 0.80이상으로 교육 자료의 내용으로 채택되었으며 기

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 후 동영상 촬영과 편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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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준 등 (2013)의 동영상 강의 분할시간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서 학업성취도는 10, 15분 동영상에서 가장 효과적이었고, 만족도는 15분, 20분 동

영상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단, 사전 지식이 높았던 집단은 15분, 20분 동영상에서 가

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던 것에 비해 사전지식이 낮았던 집단은 10분 동영상에서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또한 기존에 환자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의 효과가

입증되었던 선행 연구들(김미애 2017; 김소이 2015, 백원희 2014)에서 10분 내외의 동

영상이 개발되었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의 상영시간 (10분 28

초)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영상은 앞선 문헌고찰과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

에 따라 시나리오 작성 후 촬영하였고 폐이식 전부터 폐이식 후까지의 시간에 흐름에

따라 폐이식 개요, 폐이식 준비, 수혜자 선정, 폐이식 수술과 회복, 폐이식 수술 후의

다섯 가지 소단원으로 구분하여 단락별 주제를 확인이 가능하고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부와 종결부에 동영상의 목적과 문의처 안내에 대한 영상을 추가

하여 학습자들이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의 나레이션은 이해도와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폐이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본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동영상의 도입부와

종결부에는 환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동영상이 주는 딱딱한 느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간 템포의 배경 음악을 삽입하였고 그 외 설명 부분에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경 음악 없이 나레이션으로만 음향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동영상에서는 환자들에게 현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주로 등장하는

환자의 대역으로 폐이식 대상자의 평균 연령인 50대의 전문 배우를 섭외하였고 실물

영상 촬영이 불가능한 폐의 구조나 수술부위 봉합 장면은 3D 애니메이션 클립을 편

집하여 사용한 것이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하겠다.

환자 교육 자료는 환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된 자료가 환자 교육 자료로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PEMAT 도구의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교육 매체를 PEMAT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n(2018) 등은 PEMAT 도구를 사용하여 골반저근운동 어플리케이션의 적

합성을 평가하였고 Keçeci 등(2017)은 의사와 간호사가 개발한 교육 자료에 대한 적

합성을 평가하였으며 Maciolek 등(2017)은 전립선 조직검사에 대한 온라인 환자 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PEMAT 도구를 사용하였다. 특히 Lambert 등

(2017)이 PEMAT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신부전 식단 교육 자료의 질과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평가한 연구에서 웹사이트 교육 자료와 유투브 동영상 교육 자료를 비교하

였을 때 동영상 교육 자료가 웹사이트 교육 자료에 비해 이해도와 실행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개발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이해도와 실행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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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본 연구에서 개발

된 동영상 교육 자료가 출판물 형태의 교육 자료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PEMAT 도구를 이용하여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PEMAT 도구를 이용한 교육 자료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국내

에서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PEMAT 도구로 검증된 교육 자료의 개발 연구나 기존

자료에 대한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 편, 폐이식 대상자 10명에게 동영상 시청 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언어의

적절성 부분에서 모든 환자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교육 자료가 사용자에

게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결과 내용의 난이

도에 대한 점수 또한 매우 높이 측정되었다. 또한 동기유발과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던 것은 본 동영상 교육 자료가 환자들에게 이식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하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하여 환자들이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

음을 시사한다. 환자 교육동영상 개발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 흥미 영역에서 환자

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D 애니메이션을 사

용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도 흥미가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지만 동영상 전반에

대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았다.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

이 이식을 대기 중 이미 담당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이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영상으로 환자들에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본 동영상 시청 후 이식 전 후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었고 구두 교육 후 잊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동영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폐이식 대상자들은 교육 매체로 동영상 뿐만 아니라 교육 책자도 선호한다는 연구결

과(Moloney et al. 2007) 및 기존의 연구 (김소이 2015) 에서 동영상 교육의 학습효과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영상 교육 후에 인쇄물 형태의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하였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동영상 시청 후 본 연구자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

는 리플렛을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 병원 홈페이지에 본 동영상

을 게시하여 동영상 교육 자료의 장점인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식 의료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환자들이나 일반인들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

여 교육요구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교육 자료의 부족 문제의 해소를 기대해 본다.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 자료 구성을 위한 문헌고찰 및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확인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폐이식의 정보를 10분 분량의 동영상에 자세히 담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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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호흡재활 운동 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분량의 제한으로 운동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운동 방법에 대한 내용

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영상 교

육 자료를 개발한다면 환자의 교육 요구를 한층 더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둘째, 폐이식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크고 폐이식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호자

들의 개입이 크지만 이들의 교육 요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교육 자료

가 보호자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환자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의 요구가 확인이 되었지

만 영역별 요구도 차이나 교육의 시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

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폐이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간호 연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폐이식 대상자의 특성상 잦은

외래 내원이 어렵고 장시간의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 교

육은 환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능한 만큼 나누어 반복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

으므로 동영상이 폐이식 대상자 교육에 있어 매우 적합한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

겠다. 본 동영상 교육 자료를 통하여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폐이식 수술을 결정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폐이식을 대기하는 환자

들에게 이식 전 후 자가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폐이식 수술 전 후 치료 과정

에 환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동영상 교육 자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성과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환자 교육 요구의 각 영역별로 세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

한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자료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교육 요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고 이들의 이해도와 실행도를 높일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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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말기 폐질환으로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이식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동영상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동영상 개발에 앞서 문헌고찰 및 면담을 이용한 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해 교육 자료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 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7명의 전문가 집단

으로부터 타당도를 CVI로 산출하여 평가한 뒤 각 구성 영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교육 자료 구성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CVI 산출을 통하여 시나리오 내용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통하

여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완성된

동영상에 대하여 PEMAT-AV 도구를 사용하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료의 적합성

을 평가받고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뒤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을 완성하였다.

1. 문헌고찰 및 면담을 통하여 교육 자료에 포함될 항목과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 결

과 ‘폐이식 개요’, ‘폐질환’, ‘폐이식 적응증 및 시기’, ‘성공률’, ‘비용’, ‘다학제팀’, ‘이

식 전 평가’, ‘이식 등록 기준’, ‘이식 대기 등록’, ‘이식 전 재활’, ‘이식 전 영양’, ‘이

식 전 건강관리’, ‘수혜자 선정’, ‘수혜자 선정 연락’, ‘입원준비’, ‘수술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퇴원’, ‘이식 후 추적관찰’, ‘거부반응’, ‘감염’, ‘합병증’, ‘약물’, ‘영양’, ‘일

상생활’, ‘이식 후 정서변화’의 총 27개의 세부 주제들이 확인되었다. 교육 자료 구

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CVI는 0.98이었으며 모든 항목이 교육 자료 세부 항목으

로 포함되었다.

2. 교육 자료 항목별 내용을 작성한 뒤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CVI는

0.99였고 모든 내용의 CVI가 0.80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3. 동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제작 실무자에게 의뢰하였고 영상 촬영 뒤 Powerpoint

2010과 Final cut pro 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 현실감을 위하여

환자 역할에 대역배우를 섭외하여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흉부외과 외래와 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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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병동, 일반 가정집에서 촬영하였고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D 애니메

이션의 저작권을 구입하여 편집 후 동영상에 삽입하였다. 나레이션은 장기이식 분

야 5년 경력의 본 연구자가 담당하였고 편집회의를 통하여 교육 동영상 제작을 마

쳤다.

4. 개발된 교육 동영상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구성과 내용에 대해 타

당도를 평가하였던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PEMAT-AV 도구를 사용하여 평

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본 교육 동영상의 이해도는 97.6점, 실행도는 100점으로

교육 자료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5. 전문가 평가와 더불어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0

명의 폐이식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난

이도, 언어의 적절성, 흥미, 동기유발, 효과성, 시간의 적절성, 화면구성의 적절성,

음향의 질, 화면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 점수는 4.4점에서 5.0점이었고 총 평균 점수는 4.76점이었다. 동영

상을 통하여 환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이식과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식 전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고 하며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전문가 평가 및 의견과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하여 동영상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교육 자료를 완성하였다.

6.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성과 연구를 제언한다.

2. 폐이식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 영역뿐만 아니라 영역별 교육 요구의 강도와 적절한

교육 시점을 확인하는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3. 폐이식 대상자의 보호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폐이식 대상자의 교육 요구

도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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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 확인된 폐이식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 영역별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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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오의금

부록 3.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명문

대 상 자 설 명 문

본 연구는 폐이식을 준비하는 환자들을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입니

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

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김아네스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

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

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으로 목적은 말기폐질환으로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이식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며, 본 면담의 목적은 동영상 교

육자료 개발 전 환자의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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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총 15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동

의하신 당일만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며, 전체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 ~ 12개월까

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의서 작성 및 면담은 외래 진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가. 폐이식 수술을 받은 자

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자

다. 말기 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이식을 권유 받은 자

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

마.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30분 정도의 면담이 가능한 자

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가. 집단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가능한 자

나. 본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폐이식 대상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로 외래 진료실

에서 3~5 명의 환자로 구성된 집단 면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면담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면담의 내용은 녹음되지 않으나 면담 내용의 일부를 연구자가 메모

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경우에 얻으실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교육 자료는 미래에 말기 폐질환으로 폐이식을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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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연구는 말기폐질환으로 폐이식을 준비하는 환자들의 폐이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자료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

중 위험성은 없습니다.

6.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면담 완료시 5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

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

이며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상자 특성별 교육요구도 파악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귀하의 성별, 나이, 학력, 폐이식 수술 유무, 폐이식 대기 유무

면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및 건강 관련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정보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입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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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 대한 진료와 처방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

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성별,

폐이식여부, 폐이식 대기여부.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 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

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되며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

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

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

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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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김아네스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5365/24 시간 연락처: 010-4398-****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

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4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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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교육 요구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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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시고 필요한 곳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항목이 없을 경

우에는 기타란에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___________세

2. 성별

남자 □ 여자 □

3. 교육정도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

4. 폐이식 수술 여부

수술 받음 □ 수술 받지 않음 □

5. (폐이식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현재 폐이식 대기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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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교육 자료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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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시고 필요한 곳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연령 ___________세

2. 성별

□ 남자 □ 여자

3. 교육 정도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4. 현재 폐이식 수술을 대기 중이십니까?

□ 대기 중 □ 대기 중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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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교육 만족도 평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느끼신 바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동영상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

동영상에 사용된 언어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영상의 교육 내용은 재미있다.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 내용에 따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영시간이 적당하다.

사용된 화면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화면의 질이 좋다.

음향의 질이 좋다.

* 교육 동영상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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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내용 1 자료의 목적이 명확하다.

단어

선택과

형식

3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

어로 표현되어 있다.

4

의학용어는 대상자가 용어에 익숙해지

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용시에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5 자료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직화

8

자료는 짧은 단락으로 정보가 나뉘어져

있다.

*아주 짧은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9

자료의 단락은 정보를 주는 소제목이

있다.

*아주 짧은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10
자료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보가 제

시되어 있다.

11
자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아주 짧은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배치와

설계
12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시(화살표, 밑줄 등)을 사용하고 있

다.

*동영상은 해당사항 없음

부록 6. 교육 자료 적합성 평가지 (PEMAT-AV)

<이해도 (Understandability)>

다음 문항은 동영상 자료에 대한 이해도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문항에 “V”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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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면에 나오는 글자가 읽기 쉽다.

14
단어가 너무 빠르거나 부정확하지 않고

명확히 들린다.

시각적

도구의

사용

18

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시각적 도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19

자료는 짧고 간결한 제목이 있는 표를

사용하고 있다.

*표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합계: ____________________

총점: ____________________

이해도 점수 (%): ____________________

(합계 / 총점)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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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실행도

20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

지 이상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1
제시된 행동은 실제로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22
수행가능하고 알기 쉬운 단계로 나누어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5

행동에 옮기도록 차트, 그래프, 표의 사

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차트, 그래프, 표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

음

<실행도 (Actionability)>

다음 문항은 동영상 자료에 대한 실행도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문항에 “V”표 해주시

기 바랍니다.

합계: ____________________

총점: ____________________

1)실행도 점수 (%): ____________________

(합계 / 총점) x 100

1) 아주 짧은 동영상 자료란 1분 이하의 영상 자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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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Audiovisual Patient Education Material

for Lung Transplant Candidates

Kim, Anes

Dep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Lung transplantation is a life sav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

end stage lung diseases. Providing accurate and broad information about lung

transplant plays a critical role in deciding about lung transplantation fo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Patient educa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parts of nursing,

and development of an effective and adequate educational material is essential for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Video education has been recommended as an

effective patient educational method. OBJECTIVE: This is a methodological

research which is to develop an education video for people who are awaiting a

lung transplant or who referred for a lung transplant. METHODOLOGY: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educational material and to assess patients’ educational

need, review of patient materials from websites of transplant center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lung transplant patients and patients on the waiting list

were conducted. The validity of contents and scenario was evaluated by 7 experts

to finalize the scenario of the video. The video was produced by filming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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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3-dimensional animation with subtitles and narration. The understandability and

actionability of the video educational material was evaluated by 7 experts by

using Patient Education Material Assessment Tool for Audiovisual

Materials(PEMAT-AV) followed by survey and interview of 10 lung transplant

candidates to assess the patient satisfaction about the video. RESULTS: 27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e educational material from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and patients need assessment. CVI of expert’s validity on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scenario was 0.98 and 0.99. The video was consisted of 5 chapters

which are ‘overview of lung transplantation’, ‘preparing for the lung

transplantation’, ‘recipient selection’, ‘lung transplant surgery & recovery’, and ‘life

after transplant’ The overall mean understandability score was 97.6% and

actionability was 100%. Patient satisfaction on the video was measured with 9

questions. The mean score was 4.76 out of 5. Most patient stated the video was

very helpful in reviewing and organizing their pre-existing knowledge about lung

transplantation. Also they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thcare management before

and after lung transplantation after watching the video. CONCLUSION: Due to

their deteriorating condition, education for lung transplant candidate can be

challenging. However, use of video educational material allows to overcome this

barrier and is helpful in decision making about lung transplant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ealthcare management before and after transplant so that

patients can be motivated.

Key words: Lung transplantation, Audiovisual Patient Education Material, PEM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