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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 논문이 임상에서 당뇨발 환자들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김아영 올림



- i -

차     례

표 차 례 ···································································································································· ⅲ

그림차례 ···································································································································· ⅳ

부록차례 ···································································································································· ⅳ

국문요약 ···································································································································· ⅴ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가설 ·························································································································· 3

  4. 용어의 정의 ······················································································································ 4

Ⅱ. 문헌고찰 ······················································································································· 6

  1. 당뇨병성 족부궤양 ·········································································································· 6

  2. 발 관리 교육 ···················································································································· 7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 9

Ⅲ. 연구방법 ···················································································································· 11

  1. 연구 설계 ························································································································ 11

  2. 연구 대상·························································································································· 11

  3. 연구 도구 ························································································································ 13

  4. 연구 진행 절차 ·············································································································· 17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9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 23



- ii -

   3)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 24

  5. 자료 분석 방법 ·············································································································· 26

Ⅳ. 연구결과 ···················································································································· 27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27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 27

   2) 시나리오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 30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 31

   4)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 31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 32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 32

   2) 가설 검증 ······················································································································ 37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 39

Ⅴ. 논의 ······························································································································· 41

Ⅵ. 결론 및 제언 ·········································································································· 47

  1. 결론 ·································································································································· 47

  2. 제언 ·································································································································· 47

참고문헌 ···································································································································· 49

부    록 ···································································································································· 58

Abstract ·································································································································· 108



- iii -

표 차 례

<표 1> Wagner classification ······························································································ 15

<표 2>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질문 내용······································ 21

<표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과정············································································ 23

<표 4>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교육 내용 선정································ 28

<표 5>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 ······························ 30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33

<표 7>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 36

<표 8> 실험군과 대조군의 발 관리 지식, 자가간호행위 차이 검정···························· 38

<표 9> 실험군의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40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절차·························· 18

<그림 2> 효과 평가 연구 설계······························································································ 24

<그림 3> 효과 평가 자료 수집 절차 ···················································································· 25

<그림 4> 실험군과 대조군의 발 관리 지식, 자가간호행위 평균 차이 ························ 38

부 록 차 례

 

<부록 1> 대상자 설명문·········································································································· 58

<부록 2> 설문지 일반적 사항 ································································································ 65

<부록 3> 전문가 내용 타당도 설문지·················································································· 68

<부록 4>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평가 (PEMAT-A/V) ······························ 72

<부록 5> 발 관리 지식 측정 도구························································································ 75

<부록 6>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 ········································································ 78

<부록 7>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80

<부록 8> 교육 요구 면담 내용······························································································ 81

<부록 9>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화면 구성 ······································································ 84

<부록 10>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리플릿·········································································· 103

<부록 11> 교육 내용 선정 문헌고찰 ·················································································· 105

<부록 12>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기타의견 ·············································· 107



- v -

국 문 요 약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본 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 지식과 자가간호행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종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근거를 검색하

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과 면담을 통해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하였으며,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PEMAT-A/V 도구를 사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 결

과, 이해도 점수는 97.5%, 실행도 점수는 100%로 측정되었다. 

  효과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연구로 시행하였다. 서울 Y대학 부속병원

의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을 내원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은 

24명, 대조군은 25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였으

며, 실험군에게는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구두 설

명을 통한 발 관리 교육을 시행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두 집단 모두 교육 전후에 

발 관리 지식과 자가간호수행 점수를 측정하였고, 실험군에서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추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²- test, Independent t-test, 

ANCOVA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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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구두 설명 교육을 적용한 

대조군에 비해 교육 후 발 관리 지식 점수가 더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F=12.351, p=.001). 

가설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구두 설명 교육을 적용한 

대조군에 비해 교육 후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가 더 향상되었고,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F=5.128, p=.028).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 지식과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 지식과 자가간호행위를 향상시키고, 일부에서 상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효과

가 있었다.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지만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 교육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 효과적이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간호중재로써 임상 간호사가 

환자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호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과 장기간 추적관찰을 위한 연구

를 제언한다. 

1)

핵심되는 말 :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지식, 자가간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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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등

의 만성 질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당뇨는 201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

상에서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7). 당뇨의 관리수준을 살펴보면 당뇨 인지율은 2005년부터 변화 없이 7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치료율 또한 약 60%(통계청, 2017)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 따르면(WHO, 2016) 전 세계적으로 당뇨가 7번째 주요 사망원인이다. 

국내에서도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9명으로 OECD 가입국 35개국 

중 7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OECD, 2017) 당뇨 합병증의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동맥경화증, 고혈압, 뇌혈관 경색증, 당뇨병성 망막증, 족부궤

양 등이 있는데 그 중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당뇨 환자의 입원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하지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막대한 의료비 손실과 삶의 질 저하(Boulton 

et al., 2004) 등 경제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뇨 환자의 15%가 족부궤

양을 가지고 있고, 족부궤양을 가진 환자의 15%가 하지 절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Brown et al., 2012) 당뇨 환자의 발 관리는 중요하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만성 합

병증으로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치유됐던 궤양이 재발하기도 한다(Jeff coate & 

Harding, 2003).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발 관리가 중

요한데(신동혁, 2007)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당뇨 환자들의 발 관리 지식 정도가 낮고, 

자가 발 관리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남경, 송미순, 2006).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에게 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보습제 사용 등의 

발 관리 지식 및 발 관리 수행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S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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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자들에게 발 관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 관리 기술을 제시하

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정림, 2002). 대한창상학회에서 당뇨발 관리 지침서

가 발간되었고(당뇨발 관리 지침서, 2009), 당뇨인의 발 관리 실무지침(정인숙 등, 

2015)이 개발되었으나 이는 환자가 아닌 진료를 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리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전문가에 의한 발 관리 교육은 궤양의 위험뿐만 아니라 

하지 절단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Steed et al., 2008).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 교육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Dorresteijn et al., 

2012; Nemcová, Hlinková, 2014; 문미영, 2009; 한일경 등, 2009; 장하나 등, 2014).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중 당뇨발 클리닉을 운영하며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네 군데에 불과하다. 또한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교육 형태를 살펴보면 당뇨병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당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이 대부분으로 환자들이 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

다. 

교육의 매체로는 구두설명, 소책자, 동영상, 웹기반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당뇨 환

자 중 65세 이상이 27.3%(통계청, 2017)로 고령 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령대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

한 인터넷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은 40대가 적절하고(김희승 등, 2003), 당뇨병성 족

부궤양 환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인 대상자가 많아 다양한 교육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치료와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방법을 동영상 매체로 사용하였다. 구두로 시행하는 교

육에 비해 동영상 교육은 교육자 개인의 감정 개입을 배제할 수 있고 내용의 누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동영상 교육을 통해 환자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나는 등(정현철, 2008)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에 

근거하여(강경숙, 전은미, 2010; 강희영 등, 2010; 김소연 등, 2014; 천연옥, 남문

희, 2013)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교육 요구를 반영해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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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 관리에 관한 교육 요구

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합성 평가를 거쳐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교육 요구를 기반으로 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 적합성을 평가한다. 

  2)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발 관리 지식과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를 평가한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구두 설명을 한 대조군보다 

발 관리 지식 점수의 향상이 높을 것이다.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구두 설명을 한 대조군보다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의 향상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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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당뇨병성 족부궤양

  ① 이론적 정의

  당뇨병 환자의 발에 발생하는 어떤 한 형태의 문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감염, 괴사, 상처, 변형뿐만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무감각이나 통

증, 무좀, 절단 수술을 받은 과거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한승규, 2008).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족부궤양에 해당하는 발 궤양이나 염증, 발의 기형, 굳은살 등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받은 것을 말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은 흔히 당뇨발이라고도 한다(이혜옥 등, 2017). 

 2)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① 이론적 정의

  동영상이란 정지영상들이 연속된 움직임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시간 변화에 따라 

영상이 변하는 것으로(김명호, 이윤준, 1997, pp. 84-85)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택·

조직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뜻한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를 토대로 구성하

고 전문가 타당도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개발되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상처 소독 방

법,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발 관리 방법 등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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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 관리 지식

  ① 이론적 정의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하는 것으로(표준국어대사전, 1999, p. 5765) 발 관리 지식은 환자가 발 관

리와 관련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문미영(2009)이 개발한 발 관리 지식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로 

지식 정도를 점수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① 이론적 정의

  자가간호행위란 개인의 삶과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이며(Orem, 2001),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란 환자 자신이 발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생 생활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발 관리 행위를 의미한다

(Burrell, 1992).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문미영(2009)이 개발한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점수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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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가진 환자를 위해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환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간호 교육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헌에서 제시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 중요성

을 파악하고, 발 건강 문제 및 발 관리 자가간호와 관련된 정보 전달에 효과적인 환

자 교육 매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당뇨병성 족부궤양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에서 2016년 13.0%를 차지하고 있고, 만 65

세 이상에서는 27.3%이며,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높아졌다(통계청, 

2017). 당뇨 유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그 중 특히 당뇨병

성 족부궤양은 당뇨 환자의 하지 절단과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Boulton et al., 2004). 국내 당뇨병성 족부궤양 유병률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

로 만 20세 이상의 당뇨 환자 중에서 2.9%(배재익 등, 2016), 약 10만여 명이 당뇨병

성 족부궤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입원한 당뇨 환자 중 20%가 족부질환에 의해 입원한 것이고 이 중 50% 이상

이 하지 절단을 경험한다(Burrell, 1992). 당뇨 환자는 평생 동안 15~25%의 궤양 발

생 위험도를 가지며, 궤양이 발생한 환자 중 15%는 골수염으로 진행하여 절단을 필요

로 한다(Brown et al., 2012). 잘 낫지 않는 발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

사들은 하지 절단을 종종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수술 후 상당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야기한다. 절단을 경험한 환자는 2~3년 사이에 반대쪽 다리를 절단할 확률이 50~84%

이며, 양쪽 다리를 절단한 환자의 5년 생존률은 50%이하(Greant & Van den Br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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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로 매우 낮다. 이처럼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재발률이 높고 입원의 주요한 원인

이 되어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족부궤양 치료와 관련하여 5년 동안 병

원비를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Hicks et al., 2016) 의료비 손실을 비롯해 사회·

경제적 부담의 원인이 된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중대한 임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Boulton et al., 2004) 적절한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하고, 

고위험 그룹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노영숙 등, 2005). 당뇨병성 족부궤양 합병

증은 혈당조절, 조기 지각, 위험 요인 관리 등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데 건강관리전

문가가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교육 중재를 시행한 이후에 발 관리 지식 점수가 증가했

다(Schoen et al., 2016). 당뇨 환자에게 발 관리 교육을 시행한 뒤 지식, 의지, 학습 

동기, 행동 변화를 가져왔고, 실제적으로 교육 후에 체중과 혈압 감소가 있었으며, 이

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예방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Nemcova & Hlinkova, 2014). 따라

서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적절한 치료뿐만 아니라 발 관리 교육을 통한 자가간호행위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인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와 

더불어 환자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발 관리 교육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의한 하지 절단은 개인과 가족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발생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잘 관리

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이미 발병된 경우에도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회복

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김정윤, 천의영, 2016) 당뇨발 환자

가 스스로 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심각한 족부궤양 환자의 66%가 병원

을 방문하기만 하고 자가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등, 2007). 

  교육 영역 중 특히 간호 클리닉의 교육 서비스를 통해 당뇨 환자에서 당뇨병성 족

부궤양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인한 재원일수를 상당히 감소시켰다(Peter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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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집중 간호 교육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고위험 환

자의 절단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Ren et al., 2014)  

간호사가 시행하는 발 관리 교육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 관리 교육을 통해 발 관리 자가간호를 증진시키고, 족부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발 관리 교육을 통한 효과가 증명되었다(Sharoni et al., 2016). 이에 따라 지금

까지 병원을 중심으로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족부 합병증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노영숙 등, 2005). 전체 당뇨 환자 

중 15%는 당뇨 관리 교육을 받았고, 그 중 10.7%가 병의원에서 교육을 경험한다(장하

나 등, 2014). 따라서 당뇨 환자 중 족부궤양 고위험 환자,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

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병의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예방적 건강행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o4life.nia.nih.gov/tip-sheets/foot-care)를 통해 당뇨 환자 발 관리 교

육을 제공하고 있어 PDF 형식의 리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당뇨병

학회와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사이트 등에서 발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학회 사이트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당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 중 일부 항목으로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어, 당뇨 환자의 발 관리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문미영, 2009) 발 관리에 관한 교

육 보급은 미흡한 수준이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여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가 증

진되고 발 관리 지식이 향상되며(고남경, 송미순, 2006; 김정윤, 천의영, 2016; 노영

숙 등, 2007), 다리 절단과 발 병변이 감소하였다(Nemcova & Hlinkova, 2014). 상처

가 있는 환자들은 상처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관리에 관한 이해도가 중정도로 높지 않았고, 자가 관리를 하겠다고 

한 환자는 43.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혼자 스스로 하겠다고 대답한 경우

도 15.2%로 매우 적어(한일경 등, 2009) 환자가 상처 관리에 스스로 참여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에게 상처 관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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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환자 본인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고, 

그와 동시에 주체성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이행하도록 상처 소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들을 위해 상처 소독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 관리 동영상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교육 매체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단이나 매개물을 의미하며, 적

절한 교육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다

(정진현, 2002).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 매체로 활용한 모든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Fasterholdt et al., 2016).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화 시대의 빠르

게 변하는 정보를 인식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50대 이상이 되면 정보 활용률이 급격

히 낮아지기 때문에 연령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주용, 2012).

  임상 현장에서 환자 교육에 사용되는 간호 교육의 매체로는 구두 설명, 소책자, 동

영상 등이 있는데 간단한 소책자를 이용한 교육과 구두 설명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

법이다. 하지만 학습 내용을 읽기만 했을 때보다 듣고 본 것을 5배 정도 더 잘 기억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이며(강희영 등, 2010). 구

두 설명은 내용이 누락될 수 있고 교육자의 감정 개입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 

동영상 교육은 반복 교육이 가능하여 정보 전달에 더욱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시청

각 매체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환자의 불안 감소, 지식수준 증가, 자가 간호 이행 수

준을 높일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Gadler et al., 2016; 천연옥, 남문

희, 2016; 조유영, 김현옥, 2015; 강희영 등, 2010) 발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에 앞서 당뇨 환자의 44.3%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이 다수를 차지하는 당뇨병성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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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궤양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환자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자가 관

리를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김희승, 2003), 이를 위해서는 발 관리 교

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가 관리 이행률이 낮은 환자들의 교육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가 관리를 

수행하도록 환자의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실정에 맞고 임상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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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자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를 파악한 후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며, 최종 개발된 발 관

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 Y대학 부속병원의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을 내원하는 환

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 교육 요구도 조사 및 적합성 평가

   ① 선정 기준

     -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단받은 자

     - 정형외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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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외 기준 

     - 의사소통 혹은 국문 해독이 불가능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① 선정 기준

     -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단받은 자

     - 정형외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보고 듣고 읽는 것이 가능한 자

     - 과거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발 관리 교육의 경험이 없는 자

    ② 제외 기준 

     - 의사소통 혹은 국문 해독이 불가능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wo sample 

t-test를 위한 power analysis 결과, 표본수는 유의수준α=0.05, 검정력 1-β=0.08, 

효과크기 f=0.4를 적용할 때 n=27 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자를 고려하여 실험

군 30명, 대조군 30명, 총 6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군 30명 중에 사후조사까지 시행한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제외 대상자는 외래 

예약 부도 4명, 재내원 간격 2달 이상 1명, 사망 1명으로 탈락률 20%였다. 대조군도 

30명 중에 총 25명이 사후조사 응답까지 마쳤으며, 외래 예약 부도 3명과 재내원 간

격 2달 이상인 2명이 제외되어 탈략률 16.7%였다. 

  2) 대상자 모집 방법

  서울 Y대학 부속병원의 정형외과 외래 관리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동의를 

얻어 대상자 모집을 시행하였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료를 위해 정형외과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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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연구자가 임의 추출하였다. 효

과 평가를 위한 대상자 선정 시 실험군과 대조군 중 어느 그룹에 속하였는지 대상자

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서울 Y대학 부속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승

인을 받았다(과제번호:4-2017-1125, 승인일 2018년 1월 17일). 자료 수집을 위한 설

문지 작성 및 연구 진행 전에 대상자 전원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대상

자의 익명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

한의 정보로 제한하였으며 연구 참여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기록은 비 로 보장될 

것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 작성 및 실험 처

치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연구 과정 중 자료 수집이 끝난 후에는 대조군에게도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

램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발 관리 리플릿을 제공하여 실험 참여와 관련해 불이

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까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자들에게는 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습제제를 답례로 제공하였다. 

3. 연구 도구

  1)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Audiovisual Materials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에는 미국 정부의 의료정책 연구기관인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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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 개발한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Audiovisual Materials(PEMAT-A/V)를 이용

하였다. PEMAT는 매체를 이용한 환자 교육이 실제로 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지 

교육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

졌다(Shoemaker, Wolf, & Brach, 2014). 동영상 매체의 평가 도구인 PEMAT-A/V는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13문항과 실행도를 평가하기 위

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hoemaker, Wolf, & Brach, 201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이현경(2016)이 번역해 사용

한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Printable  Materials 

(PEMAT-P) 도구를 바탕으로 PEMAT-A/V를 번역하였고, 번역된 초안은 의학을 전공한 

이중언어화자(bilingual)에게 검토 받은 후 수정·보완하였다<부록 4>. 도구 사용 가

이드라인에 의하면(Shoemaker et al., 2016) 모든 문항은 해당 교육 매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의 삭제하지 않고 설문 조사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여 PEMAT-A/V를 번

역하고 수정할 때 도구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였고 문장 구성만 검토하였다. 이해도 

항목 중 12번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문항인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영상 자료에는 해당없는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에는 주의 사항 안내 시 빨간색 동

그라미 표시를 사용하고, 검사 결과 설명 중 병변 부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삽입하

는 등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가 삽입되어 있어 이해도 12번 항목도 포함시켰다. 

  결과 산출을 위해 ‘네’라고 대답한 문항들의 점수 합계를 총점으로 나눠 백분율

로 환산하고, 이해도와 실행도는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의 점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는 표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 PEMAT-A/V 이해도 문

항 중 표 사용여부에 대한 19번, 1개 문항이 모든 응답자에게서 ‘해당없음’에 포함

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총 12개 문항 중에서‘네’라고 표시된 문항에 1점을 측정하

여 총점은 12점이었다. 실행도 역시 차트, 그래프, 표 사용 여부에 대한 25번, 1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분류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총 3개 문항 중에서 ‘네’라고 

표시된 문항에 1점을 측정하여 총점은 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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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agner classification

  대상자들의 상처 상태 평가를 위해 Wagner의 분류(Wagner, 1981)를 사용하였다. 

Wagner와 Meggitt가 당뇨병성 족부궤양 분류 도구를 최초로 개발하여 The 

Meggitt-Wagner system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Lipsky et 

al., 2012),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되었다(Smith, 2003). 궤양의 깊이와 감염여부, 

괴저를 기준으로 0에서 5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표 1>와 같다. 

  3) 발 관리 지식 측정 도구

  대상자의 발 관리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미영(2009)이 개발한 발 관리 지식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부록 5>. 문미영(2009)이 개발한 도구는 발 문제 

사정, 자가관리, 일반적 당뇨관리, 발 관리에 관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17문항으

로 이루어진 것 중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당뇨관리와 관련된 5개 문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문항에서 WOCN 상처전문간호사 2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11문항으로 재

구성하였다<부록 5>. 모두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른 

Stage Classification

0 Pressure area on foot aggravated by footwear

1 Open but superficial ulceration

2 Full thickness ulceration 

3 Full thickness ulceration with secondary infection

4 Local gangrene

5 Extensive gangrene, entire foot

<표 1> Wagner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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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해 1점씩 측정하여 총 1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이분형 척도 분석방법인 Kuder-Richardson 

Formula 20(KR-20) 값 0.783이다. 

  4)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

  문미영(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대상자의 발 관리 자가간

호행위 점수를 측정하였다<부록 6>. 문미영(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25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을 선별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에 대한 질문 중 15

개는‘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1점, ‘항상 그렇게 하는 편이다’는 5점을 측정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문항이며, 선다형 문항 1개는 신발 선택에 대한 질문

으로 7개 보기 중에 6번 당뇨신발을 선택하는 경우에 1점을 측정하였다. 총점은 15점

부터 7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선다형 문항 1개를 제외한 15개 문항에 대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0.854이다.

  5)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6개 문항은 PEMAT-A/V 도구 3개 문항과 박효정(2001)이 개발한 비디오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3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부록 7>. 본 도구의 7개 문항에는 내

용의 이해도, 단어의 명확성, 언어의 적절성, 시간의 적절성, 수행 가능 여부, 유용

성 및 흥미가 포함되어 있다. 각 평가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점, ‘매

우 동의 한다’는 5점을 측정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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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진행 절차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제1단계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하기 위해 발 관리와 관련한 선행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 근거를 검색하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시행하여 교육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구성 초안을 작성한 뒤 전문가 타당도 검증

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촬영, 제작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PEMAT-A/V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였

다. 제3단계에서의 효과 평가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연구로 진행되었고, 

발 관리 지식 측정 도구와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를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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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절차

연구단계 연구절차 연구내용

1단계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선행연구 문헌고찰,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교육 요구 파악 후 

프로그램 구성 초안 개발

　
문헌고찰 및 교육 요구 

조사 분석 후 교육 목표 및 

목적, 내용선정 및 조직, 

동영상 촬영 방법 계획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구성 초안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수정·보완

　
정형외과 족부관절외과교수 

1명, WOCN 상처전문간호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도 검증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촬영 및 최종 확정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2단계

적합성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Audiovisual Materials

(PEMAT-A/V)를 이용하여

적합성 검증

3단계

효과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연구 시행

　 발 관리 지식 측정 도구와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 평가 

및 만족도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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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문헌고찰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자료 검색과 문헌 고찰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 검색 전략으로는 검색기간을 

2000년부터 2018년으로 하였고 영어 또는 한글로 보고된 논문,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

자를 대상으로 한 발 관리 교육에 관한 논문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개인 연구, 리

뷰 논문을 선택하였다. 문헌 선정 시 제외 기준은 중복되는 문헌, 원문(original 

article)을 구할 수 없는 문헌, 사설(editorial),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

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문헌은 제외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Database는 국내 논문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의학논문데

이터베이스, 국회도서관이었고, 국외 논문은 Pubmed, CINAHL, Google Scholar 였다. 

문헌고찰을 위한 주요 단어(key words)는 국내의 경우 [당뇨병성 족부궤양], [당뇨병

성 족부질환], [당뇨발], [당뇨발 관리], [발 관리 교육]으로 검색하였고, 국외의 경

우 [Diabetic foot], [DM foot], [Diabetic foot ulcer care], [Diabetic foot care 

education], [Foot disease] 를 AND 또는 OR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2)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교육 요구도 조사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교육 요구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교육 요구 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울 Y대학 부속 병원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받고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에 내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

자를 대상으로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중 2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고 설문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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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상자 선정 기준

     -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단 받은 자

     - 정형외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제외 기준 

     - 의사소통 혹은 국문 해독이 불가능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교육 요구 조사는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약 10~15분 동안 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

형외과 외래 치료실 내에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으로 가리고 진행하였으

며,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간략

하게 적어서 기록하였다. 교육 요구 조사를 위한 질문은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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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나리오 내용 구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문헌고찰과 환자의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내용 구성에 대해 전문가 타

당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정형외과 족부관절외과 교수 1명, 당뇨발 클리닉에서 근무 

중인 WOCN 상처전문간호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

다<부록 3>.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었고, 각 문항 별

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비교적 적절하지 않

내용

당뇨병성 

족부궤양

관련 지식

-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생겼을 때 어떤 내용이 알고 싶었습니까?

- 당뇨병성 족부궤양 진단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

입니까?

-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 의료진에게 더 교육받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상처 관리 - 상처 소독에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 상처 소독에 필요한 물품 및 방법은 어떻게 습득하였습니까?

- 소독 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 소독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더 교육받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

엇입니까?

발 관리 - 당뇨 신발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 평소 발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평소 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의료진으로부터 발 관리에 대해 더 교육받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 평소 어떤 신발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 상처 관리 이외에 보습제 적용 등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관리방법

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에서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표 2>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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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점(비교적 적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의견

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였다. Content Validity Index(CVI) 지수 0.8 이상(Lynn, 

1986)인 항목을 채택하고, 그 외에 제시된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

였다. 

  (4)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서울 Y대학 부속병원 홍보팀 영상미디어파트에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였다. 영상 미

디어 제작 기획안을 작성하여 영상 제작 담당자에게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목

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영상 촬영, 내레이션 녹음, 편집으로 이루어진 제작과

정을 진행하였다. 서울 Y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에서의 촬영을 위해 해

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협조를 받았다. 

  시나리오 내용 구성 시 환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의학용어를 친숙한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당뇨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환자들의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정형외과 족부

관절외과 교수가 출연하였고, 상처 소독 방법 교육에는 다양한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표현된 모형을 사용했다. 검사의 필요성 및 결과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의학적

으로도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메디컬 일러스트를 의뢰하여 

삽입하였다. 내레이션은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이 내레이션을 하는 

것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전문 내레이터보다 전달력이 강하고, 환자가 

동영상의 내레이터를 임상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어 교육 내용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가 높아질 수 있다는 홍보팀 영상제작 PD의 조언에 따라 상처간호사로 임상에 있는 

본 연구자가 직접 내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초기 영상 촬영과 편집은 홍보팀의 영상제

작 담당 PD와 작가가 시행하였고, 추후 수정 사항은 Adobe Premiere Pro CC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편집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10분 이내(김소이, 2015; 백원희, 2014; 구은정, 김주성, 

2011; 강경숙, 전은미, 2010)라는 동영상 교육 시간의 적절성이 입증되었고, 학습자

의 참여도가 교육 시작 6분 후에 급격히 저하되며(엄한숙, 박인우, 2016),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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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영상은 5분 이내의 길이가 적절하다는 홍보팀 경력 제작자의 의견을 참고하

여 5분 대의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 과정은 <표 3>와 같다.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29

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울 Y대학 부속 병원 정형외과 외래치료실에 내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중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20명에게 

동의서를 받고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뒤 동영상 교육 프로

그램 적합성 평가 도구(PEMAT-A/V)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부록 4>.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정 내용

사전 준비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기획안 제출 및 회의

홍보팀과 회의하여 구체적인 제작 계획 논의

촬영용 시나리오 작성

촬영 정형외과 전문의 인터뷰

상처 소독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발 관리 촬영

발톱 관리, 굳은살 제거 촬영

녹음 스튜디오에서 내레이션 녹음

편집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1차 편집본 확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평가 

최종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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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상자 선정 기준

     -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단 받은 자

     - 정형외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제외 기준 

     - 의사소통 혹은 국문 해독이 불가능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3)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 설계로 유사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2>. 실험군에서는 사전조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용,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대조군에서는 사전조사,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구두 설명을 통한 발 관리 교육,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Υe₁,Υc₁: 발 관리 지식,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Wagner classification

Ⅹ₁ :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Ⅹ₂ : 구두 교육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군 Υe₁ Ⅹ₁ Υe₁

대조군 Υc₁ Ⅹ₂ Υc₁

<그림 2> 효과 평가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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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발 관리 지식,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를 측정하고, 발 관리 동영

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경우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그림 3>. 

  대상자 표집은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조군 모집이 끝난 후 실험군 모집을 시

작하여 4월에 내원하는 환자는 대조군으로, 5월에 내원하는 환자는 실험군으로 배정

하였다.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에게는 태블릿PC(iPad mini)를 이용해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동영상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리플릿을 제

공하였으며<부록 10>, 대조군에게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구두 설명을 통한 교육

을 적용하였다. 사후조사는 시험 효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주 이상의 시차를 두

어 다음 외래 내원 시 시행하였고, 사전조사 시 적용했던 연구 도구의 문항 순서를 

바꿔 제공하였다. 장소는 서울 Y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이며, 진료 대

기 시간, 혹은 진료 후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각자 개별 침상에서 처치가 적용되었

다. 

<그림 3> 효과 평가 자료 수집 절차

사전 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군
·일반적 특성

·상처 상태 평가

·발 관리 지식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상처 상태 평가

·발 관리 지식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대조군 구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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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²- test,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다. 

  3) 발 관리 지식,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에 대한 효과 검증은 집단 내 중재 전

후 변수의 평균 비교는 Paired t-test, 집단 간 차이 검정은 각 집단의 사전점

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 후 사후점수에 대해 ANCOVA로 분석하였다. 

  



- 27 -

Ⅳ. 연구결과

1.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 기반의 발 관리 관련 문헌 고찰을 

시행하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들의 교육 요구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

오를 구성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고 <표 

4>와 같다. 

   (1) 문헌고찰 

  발 관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총 12개의 문헌<부록 11>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성 족부궤양 질병과 관련된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신발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된 반면 보습 로션의 사용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적었다. 하지만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는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새로운 상처나 굳은살이 생기

기 때문에(McCulloch, 2017) 적절한 보습제를 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the Diabetic Foot, 1999; 대한당뇨발학회, 2014).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피부연화를 유발하기 때문에(대한창상학회, 

2009) 올바른 적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총 12개의 문헌 중 상처소독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2개가 확인되었고 다른 교육 내

용에 비해 문헌 수가 가장 적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관리에 있어 상처소독은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2015) 문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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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된 상처 소독과 관련된 내용은 상처 소독의 중요성, 원리 등에 관한 내용으

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 소독하는 순서 등 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문헌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 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에는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항목 교육 내용 문헌고찰

당뇨병성

족부궤양

정의 E, F, G, I, M

발병 원인 및 병태생리 B, D, F, H, I, J, M

임상양상 및 예후 D, E, F, G, I, M

위험요인 D, E, G, I, M

진단검사 E, F, G, I, M

치료 방법 D, E, F, G, H, 

치료 목표 D, E, G, 

상처소독 상처 소독 준비 물품 A

소독 방법 A, F

일상생활 발 관찰 B, I, J, L

발 씻기 B, C, G, I, L

보습 로션 사용 C, J

신발 선택 B, D, F, G, H, I, J, M

양말 선택 B, G, I

발톱 관리 B, C, G, I, L, M

굳은 살 관리 B, I, L, M

감염 관리 B, E, F, I, K, L

<표 4>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교육 내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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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받고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 20명을 대

상으로 서울 Y대학 부속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10~15분 간 면담하였다. 대상자는 

남성이 16명(80%) 여성이 4명(20%)으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8.3±14.7세였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명(40%)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발병기간은 평균 45.8±11.5개월로 약 3년 10개월

이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 방법은 병원 의료진이라고 대답

한 대상자가 1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텔레비전, 인터넷으로 습득하는 대

상자가 각각 3명(15%)이었다. 또한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질병의 경과 및 

예후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6명(3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

는 14명(70%)이 없다고 대답하여 환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의 형

태를 교육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자들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 발병 원인이나 임상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작은 상처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태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처가 오랫동

안 지속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고, 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처방된 검사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티눈 연고나 면도칼을 사용해 굳은

살을 제거하고, 딱딱한 구두를 착용하는 등 잘못된 자가 관리 방법을 이행하고 있었

고, 소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지침을 따르기 보다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거나 소독 물품 구입처에서 물품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 들었던 것을 교육받았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발병 원인이나 경

과, 치료에 관해 알기를 원하였고, 발 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를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부록 8>과 같고, 면담을 통해 당뇨병성 족부궤

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발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 요구에 맞는 내

용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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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나리오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문헌고찰과 환자의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각 항목 

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정형외과 족

부관절외과 교수 1명, 당뇨발 클리닉에서 근무 중인 WOCN 상처전문간호사 5명, 총 6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각 항목의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표 5>와 같고, CVI는 모두 1.00 이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없

었다. 

항목 교육 내용 CVI

당뇨병성

족부궤양

정의 1.00

발병 원인 및 병태생리 1.00

임상양상 및 예후 1.00

위험요인 1.00

진단검사 1.00

치료 방법 1.00

치료 목표 1.00

상처소독 상처 소독 준비 물품 1.00

소독 방법 1.00

일상생활 발 관찰 1.00

발 씻기 1.00

보습 로션 사용 1.00

신발 선택 1.00

양말 선택 1.00

발톱 관리 1.00

굳은 살 관리 1.00

감염 관리 1.00

<표 5>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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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에는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언급 외에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진

단검사와 치료 방법 기술이 빠짐, 발톱을 일자로 자르라고 했을 때 잘못 자르는 경우 

주변 발가락 살을 찌르게 돼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상처 소독 시 상처를 먼

저 닦고 주변을 닦는 건지 순서가 헷갈림, 서술어 존대 통일이 필요함(예: ~하세요.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발견이 늦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는 게 좋

겠음 등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최종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문헌고찰과 환자의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시나리오 

내용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처 수정·보완한 뒤 최종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총 5분 38초이며, 화면 구성은 <부록 9>와 같다. 

  4)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태블릿PC(iPad)에 저장하

여 재생하였고 대상자에게 진료 대기 시간동안 시청하도록 한 뒤 동영상 교육 프로그

램의 이해도와 실행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적합성 평가 대상자는 남성이 14명(70%) 여성이 6명(30%)으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66.3±9.9세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7명(35%)이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발병기간은 평균 

55.4±64.4개월로 4년 6개월이었다. 대상자의 50%가 그동안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당뇨병성 족부궤양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했다고 대답한 반면, 교육 경험 여부에 대

해서는 12명(70%)이 없다고 대답하여 적합성 평가에서 본 일반적 특성에서도 환자

들이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의 형태를 교육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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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도 점수는 평균 97.5%이며, 실행도는 

전원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여 평균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일부 대상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돼 있고, 소독 물품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점과 소독 순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내레이션 시작 시기가 빨라 앞부분을 다시 보고 싶다고 표현

하였으며, 정형외과 교수의 인터뷰 화면에서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

는 의견을 반영하여 초기 내레이션 시작 시기를 2초 연장하고 음성 볼륨 크기를 조절

하여 최종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

뇨병성 족부궤양 관련 항목으로 유병기간, 발 상처 상태를 나타내는 Wagner 

classification, 발 관리 교육 경험, 발 관리 수행 정도, 발 상태에 대한 심각성, 발 

관리 중요성 인식에 대해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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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응답 허용

변수
구분 또는 

범위

실험군(n=24) 대조군(n=25)
χ²or t p

M±SD or n(%)

인구

사회학적 

특정

연령 64.7±12.4 62.4±12.1 .647 .521

성별 남

여

19(79.2)

8(20.8)

16(64.0)

9(36.0)
1.380 .240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12(50.0)

6(25.0)

6(25.0)

6(24.0)

13(52.0)

6(24.0)
4.976 .174

당뇨병성 

족부궤양

유병기간

(개월)

37.5±49.7 61.8±94.9 -1.118 .269

Wagner 

stage

0-5 2.8±0.7 2.3±1.1 2.006 .051

정보 

습득방법†

텔레비전

인터넷

주변지인

병의원 의료진

기타

8(33.3)

4(16.7)

2(8.3)

15(62.5)

2(8.3)

6(24.0)

2(8.0)

4(16.0)

18(72.0)

0(0.0)

의료진 

제공정보†

발생원인

진단 검사

경과 및 예후

상처 소독 방

법

발 관리 방법

기타

8(33.3)

7(29.2)

6(25.0)

8(33.3)

6(25.0)

4(16.7)

6(24.0)

11(44.0)

10(40.0)

6(24.0)

9(36.0)

3(12.0)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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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점 척도(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2: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1: 전혀 아니다)

변수
구분 또는 

범위

실험군(n=24) 대조군(n=25)
χ²or t p

M±SD or n(%)

발 관리 교육경험 없음

있음

20(83.3)

4(16.7)

18(72.0)

7(28.0)

.903 .342

발 관찰 0회/일

1회/일

2회 이상/일

기타

4(16.7)

9(37.5)

7(29.2)

4(16.7)

3(12.0)

9(36.0)

3(12.0)

10(40.0)

4.296 .231

발 씻기 씻지 않음

불규칙적

규칙적

2(8.3)

8(33.3)

14(58.3)

3(12.0)

1(4.0)

16(64.0)

10.321 .112

상처 

소독 

경험

없음

있음

8(33.3)

16(66.7)

9(36.0)

16(64.0)

.038 .845

가정에서 

상처 

소독 

시행자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10(41.7)

7(29.2)

0(00.0)

7(29.2)

13(52.0)

3(12.0)

1(4.0)

8(32.0)

3.039 .386

발 관리 

인식 정도‡
현재 발 상태 

심각함

3.3±1.1 3.8±1.1 -1.829 .074

발 관리 

항상 중요함

4.0±0.9 4.3±1.1 -1.115 .271

상처 심각성에 

따라 중요함

4.3±0.8 4.4±0.8 -.118 .906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계속)          (N=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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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관련 항목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실험군에

서 8명(20.8%), 대조군에서 9명(36.0%)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64.7±12.4세, 대조군 62.4±12.1세였으며, 최종학력은 실험군에서 중학교 이하가 

50.0%, 대조군에서 고등학교가 5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관련 항목과 발 관리 관련 항목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다만 당뇨병성 족부궤양 유병기간은 실험군이 평균 

37.5±49.7개월로 약 3년 1개월이며, 대조군은 평균 61.8±94.9개월인 약 5년 1개월로 

대조군의 유병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실험군 선정 시 대조군을 포함, 적합성 평가에 

참여했던 환자와 이전에 교육 경험 있는 환자를 제외하게 되면서 대상자 선정 범위가 

좁아져 실험군 대상자에 초진 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유병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18, p＞.05). 사전 검사 

시 상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he Meggitt-Wagner system을 이용하여 시행한 Wagner 

classification 평가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χ²=2.006, p＞.05). 

  당뇨병성 족부궤양 관련 정보는 실험군은 15명(62.5%), 대조군은 18명(72.0%)이 병

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한다고 대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두 번 

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두 집단 모두 텔레비전이었다. 의료진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의 종류로 실험군에서는 발생원인을 8명(33.3%), 진단검사는 7명(29.2%), 

상처 소독 방법을 8명(33.3%)이 선택하였고, 대조군에서는 11명(42.3%)이 진단검사

를, 10명(40.0%)이 경과 및 예후를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료진으로부터 발 

관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보다는 질병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실험군의 83.3%(20명), 대조군의 72.0%(18명)가 발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발 관리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 하루 1회 이상 규칙적으로 발을 관찰한다고 응답하

였으나 실험군의 16.7%(4명), 대조군의 12.0%(3명)는 발 관찰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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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실험군 8.3%(2명)와 대조군 12.0%(3명)는 발을 전혀 씻지 않

는고 응답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60% 이상이 상처 소독 경험이 있고, 실험군 

10명(41.7%)과 대조군 13명(52.0%)은 본인이 직접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하였

다. 

  발 관리 인식 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부터 5점 ‘매우 그렇

다’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발 상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발 관리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현재 발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험군은 

평균 3.3±1.1점, 대조군은 3.8±1.1점으로 대체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처 상태가 심각할 때나 상처 상태와 무관하게 중요하

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발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표 7>

와 같다. 사전검사에서 집단 별로 종속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 관리 지식

(t=0.112, p＞.05)과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t=-1.80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변수 범위
실험군(n=24) 대조군(n=25)

t p
M±SD

발 관리 지식 0-11 6.8±2.4 6.7±2.0 .112 .911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15-76 54.6±8.0 58.6±7.4 -1.800 .078

<표 7>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N=49)



- 37 -

  2) 가설 검증

   (1) 가설 1 :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구두 설명을 한 

대조군보다 발 관리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발 관리 교육 적용 후 발 관리 지식 점수 변화를 측정하였고, 집단 내 중재 전후 

평균 비교를 위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후·사전 발 관리 지식 점수 차

이는 실험군이 평균 2.0±2.2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t=4.440, p<.001), 대조군은 0.3±1.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03, p＞.05). 

또한,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하여 사전 측정 점수를 공변량(convariate)으로 처리한 

후 ANCOVA로 분석한 결과, 사후 발 관리 지식 점수가 실험군이 8.8±0.4점으로 대조

군 7.0±0.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F=12.351, 

p=.001) 가설 1이 지지되었다. 

  (2) 가설 2 :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구두 설명을 한 대

조군보다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발 관리 교육 적용 후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 변화를 측정하였고, 집단 내 중

재 전후 평균 비교를 위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후·사전 발 관리 자가

간호행위 점수 차이는 실험군이 평균 5.3±5.7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지만(t=4.602, p<.001), 대조군은 0.8±5.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747, 

p＞.05). 또한,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하여 사전 측정 점수를 공변량(convariate)으

로 처리한 후 ANCOVA로 분석한 결과, 사후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가 실험군이 

61.1±0.9점으로 대조군 58.2±0.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F=5.128, p=.028) 가설 2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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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 검정은 각 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 후 사후점수에 대해 ANCOVA로 분석

<그림 4> 실험군과 대조군의 발 관리 지식, 자가간호행위 평균 차이 

  

변수
사전 사후

t p

사후-사전 

차이 평균 F† p

M±SD M±SD

발 관리 지식

실험군 (n=24) 6.8±2.4 8.8±2.3 4.440 <.001 2.0±2.2

12.351 .001

대조군 (n=25) 6.7±2.0 7.0±2.0 .803 3430 0.3±1.7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실험군 (n=24) 54.6±8.0 60.0±7.0 4.602 <.001 5.3±5.7

5.128 .028

대조군 (n=25) 58.6±7.4 59.3±5.2 .747 .462 0.8±5.1

<표 8> 실험군과 대조군의 발 관리 지식, 자가간호행위 차이 검정           (N=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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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동의한다’를 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총점 범위는 7-35점이었으며 

총점 평균은 31.4±3.2점으로 확인되었다<표 9>. 모든 항목에 5점을 측정하여 매우 

만족하였다고 한 대상자는 9명(37.5%)이었고, 유용성 항목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던 것은 시간의 적절성에서 3점으로 

평가한 대상자 1명과 수행 가능 여부에서 3점으로 평가한 대상자 1명이 있었고, 2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은 없었다. 

  만족도 평가 외의 기타의견은 실험군 사전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30명 중 기타의견

을 제시한 13명의 의견을 종합하였다<부록 12>. 8명은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술하였다. 이해가 쉽고 발 관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

었다고 했으며 앞으로 발 관리 행동변화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청력장애를 호소한 대

상자가 3명이 있었지만, 내레이션 및 영상의 내용이 자막으로 표현되어 내용 이해에

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을 언급한 의견 중 1명의 대상자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하였으나 발 관리 

지식 점수에서 11점 만점에 9점,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는 75점 만점에 49점으로 지식

과 실제 수행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을 위해 비용을 절

감하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추후 환자의 일

반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나 내용의 난이도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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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실험군

M±SD

만족도 내용의 이해도 4.5±0.5

단어의 명확성 4.5±0.7

언어의 적절성 4.4±0.5

시간의 적절성 4.4±0.6

수행 가능 여부 4.5±0.6

유용성 4.6±0.5

흥미 4.5±0.5

평균 평점 4.5±0.1

총점 평균 31.4±3.2

<표 9> 실험군의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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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환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합성 평가를 

거쳐,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은 하지 절단 위험률이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률

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문헌들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며(고남경, 송미순, 2006; 심영숙 등, 2002; 이영희, 2004; Brand et 

al., 2016; Nemcová, Hlinková, 2014) 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대부분의 발 관리 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책자, 리플릿이나 구두 교육(석순재, 

2006; 이명선, 박경숙, 2001; 이영희, 2004)으로 시행되었으며, 다양한 교육 매체가 

등장하면서 웹기반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문미영, 2009)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이 많아 스마트 폰이나 웹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은 적절하지 않고, 동영상은 학습자의 집중과 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수 매체로 평가됨에 따라(김민선, 2017) 동영상을 교육 매체로 선정

하였다. 손혜선(2014)의 연구에서 척추수술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 교육 프

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혈압과 교육 만족도에 있어 효과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

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eeda, Walker, & Basch(1997)는 의사와 간호사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가정에서의 

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지식 증가와 자가간호

수행이 좋아졌음을 보고하였고, 일상에서의 발 관리를 강조하였다. 당뇨 환자들은 권

장 치료 지침과 실제 관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Saaddine et al., 2002)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교육자로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위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발 관리 지식을 향상시키고 자가 간호를 격려하여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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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가정에서의 자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기반으로 한 리플릿도 함께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직접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자가 간호 행

위 증진을 위해서는 자가 소독을 포함한 자가 간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에 따라(김정윤, 천의영, 2016)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서 상처 소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뇨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상처 소독과 관련해서는 교육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차

별화되어 의의가 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발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5점 만점에 평균 4.0점 이상으

로 나타나, 발 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낮았던 이전 연구 결과(Park & Snyder, 1991)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 환자들의 발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 관리 자가간

호행위 점수는 76점 만점에 평균 57점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자가간호행위 이행수

준이 평균평점 52.56으로 중간수준이었던 장해련과 김현리의 연구(2010) 결과와 기타 

연구(양남영, 2009; 이정림, 2003)에서 발 관리 자가간호 이행 수준이 낮았던 당뇨병

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의료진을 통해 당뇨병성 족부궤양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반면, 

70% 이상이 발 관리와 관련해 교육 받은 경험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박성진 등(2018)

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95.4%가 발 관리 교육 경험이 없다고 하였는데 국외 연구

(Quarles, 2005)에서는 대상자 29.3%만이 발 관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국내 발 관리 교육이 미흡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또한, 임상 간

호사로서 실제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상처 소독 등의 간호 제공 시 구두로 반복 

설명하며 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지만 환자들은 이를 교육으로 생각하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미국 정부의 의료정책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는 환자 대상 건강 교육 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PEMAT

를 개발, 권장하고 있다.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이뤄진 연구(Shoemaker, Wo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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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 2014)를 비롯해, Vishnevetscky, Walters, & Tan(2017)은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110개의 교육 자료를 평가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가 이

해도에서는 0.92, 실행도에서는 0.93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신뢰도를 보여줬다. 국

외에서는 세 개의 연구에서 PEMAT를 사용하였는데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평가 연구에서 PEMAT-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Printable  Materials)를 사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였고 개발된 교육 자료가 소

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있는 자료로 평가되었다(Szelag, 2015).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알래스카에서의 백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 뒤 PEMAT-P로 평가하였

고 이해도와 실행도가 100%로 측정되었다(Ernest, 2016). 반면 후두 절제술 교육 자

료 개발 후 평가에서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며 실행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평가되어 개

정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었다(Wong et al., 2016). 국내에서는 조선족 중년여성 근

로자의 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평가에서 PEMAT-P를 처음 번역하여 적용하

였다(이현경 등, 2016). 위의 국내외 연구는 모두 소책자로 개발된 환자 교육 자료를 

평가하는 데 PEMAT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시 

PEMAT-A/V를 사용한 것은 국내외로 유일하며, 국내 동영상 교육 자료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 이해도 점수는 97.5%, 실행

도 점수는 100%로 나타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평가되었다. 

  동영상 교육을 통해 지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Maniar et al., 2008)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에서도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

의 발 관리 지식 점수를 증가시켰고, 기존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교육 관련 연구 결과

와 일치했다(이명선, 2002; Nemcová, Hlinková, 2014; Sen et al., 2015). 지식 향상

을 통해 당뇨병성 족부궤양과 하지 절단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Fan et al., 2014; 

Pollock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점수

가 향상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발 관리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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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에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점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발 관리 교육 중재를 통해 자가간호행위에 변화가 있었던 다수의 

연구 결과(김정윤, 천의영, 2016; 문미영, 2009; 이명선, 2002; Delamater, 2006; 

Fan et al., 2014)와 일치한다. 의료진으로부터의 지식 전달이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

호행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구미옥, 2009; Delamater, 2006) 병의원 의료진에 의한 

발 관리 교육이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당

뇨 환자 중 30.1%가 지식 정도가 좋은 것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간호행위

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10.2%에 불과해 지식과 수행 간에 차이가 있었던 연구 

결과(Desalu et al., 2011)와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들의 발 관리 지식과 자가간호행위가 모두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발 관리 동

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 처치가 반복 교육이 아닌 교육 중재가 1회 제공된 것, 사

전·사후 조사 간격이 2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 관리 

지식 점수와 자가간호행위 점수의 향상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나 추후 후속

연구에서 반복교육, 장기간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를 객관적인 산출공식에 근거하여 결정하였고 연구 참여 결정 

후 사전조사 및 실험처치까지 적용한 대상자수는 충족되었으나, 효과 평가를 위한 사

후 조사까지 적용한 대상자 수가 충족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발 관리 동영

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기회가 되었고, 발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형

태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

산했을 때 전체 평균 90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당뇨 합병증의 악화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

(장하나 등, 2014)에 비추어 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 

현장에서 상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소독을 시행하며, 실제적으로 환자를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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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간호사를 통해 적용하는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가진 환자들에게 교육 효과를 높여 발 관리 지식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발 

관리 및 스스로 상처 소독을 시행하는 데에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 관리 전문 의료진은 족부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Sutkowska et al., 2016) 상처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용은 결과적으로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악화를 예방하고 상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 관리 교육을 통해 족

부 관련 합병증이 감소하였다는 기존 연구(Barth et al., 1991; Fan et al., 2014) 

결과에 근거하여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평가하는 Wagner classification 외에도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상처 상태 변화를 주는지 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하지 절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간호사나 기타 전문 

의료진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환자의 발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Quarles, 2005), 이는 발 관리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현실(Sutkowska et 

al., 2016)과도 연관성이 있다. Jeffcoate, & Williams (2006)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고, 환자들에게 절단이라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하고 임상에서 발 관리와 관련된 연구나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당뇨병

성 족부궤양이 백혈병이나 기타 다른 암과 같은 질환처럼 중요하다고 하였다. 당뇨병

성 족부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절단 보다 유리피판술을 시행하는 것이 5년 생

존율을 높인다는 보고와 같이(Oh et al., 2013) 전문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나 하지절단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의료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것은 발 관리 전문 간호사의 

필요성이 커짐을 의미하는데(Willoughby & Burroughs, 2001)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발 

관리 전문 의료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치료에 참여하는 발 관리 전문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네 군데이며, 그 중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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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이나 굳은살 제거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에 불과하다. 만 2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 중에서 2.9%, 약 10만여 명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받아 치

료받고 있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국내 보험 인정 기준에 있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및 교육과 관련된 수가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에 따르면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여 

교육상담료를 급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암환자의 항암화학요

법 등의 교육, 만성신부전 환자의 투석 교육 등이 급여인정되고 있고, 2017년 2월부

터 WOCN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

루·요루 교육료가 신설되면서 병원 정책적으로 WOCN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서 신설 혹은 WOCN 전문 간호사가 증원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

성 족부궤양 환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창상 관리에 대한 수

가 산정이 없어 발 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발 관리 교육을 

통해 발 관리 지식과 자가간호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당뇨병성 족부궤양과 

하지 절단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Pollock et al., 2004) 발 관리와 관련된 치료 

및 교육료 수가 산정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병태 생

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관리 방법, 상처 소독 방법을 모두 포함시킨 동영

상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 수행이 향상되는 것뿐

만 아니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외래나 병동의 임상 

간호사들이 교육 매체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환자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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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하지 절단율과 사망률이 높아 발 관리의 중요성은 강

조되어 왔으며, 발 관리 교육을 통해 족부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족부궤양의 악화를 예방하고 하지 절단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발 

관리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 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 관리와 관

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료 수가 산정을 비롯해 발 

관리 전문 의료진의 양성 및 연구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이 발 관리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실무 측면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 변화를 포함한 

건강 성과와 더불어 실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인력활

용과 관련된 비용 효율성 등 조직적 측면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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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호교육 측면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에게 폭넓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는 웹 기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 등의 전자 도구를 이용한 서식을 추가 개발하는 연구와 상처의 중증도나 청력장

애,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장애를 경험하는 환자 등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

형 교육 자료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연구 측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수를 충분히 확대하여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장기간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효과 평가를 위해 말초동맥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ABI(Ankle-Brachial 

Index) 등의 객관적 지표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의 발 관리 교육 효과 측정 연

구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자기효능감, 발 관리 점검도, 족부 병변 위험도 등의 다

양한 변수를 활용한 추가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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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자 설명문

대 상 자  설 명 문

연구 제목: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를 위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간호과학과 교수 최모나

본 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 관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

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

사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

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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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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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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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많은 당뇨 합병증 중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입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하지 절단으

로 이어지는 경우 의료비 손실과 삶의 질 저하 등 경제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 관리 교육을 통해 지식, 동기 부여, 행동 변화 등의 효과가 증명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족부 합병증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족부궤양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

로 건강행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목적 

및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 관리에 관한 교

육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총 10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이 중 20명은 교육 요구 조사 대상자이

고, 나머지 20명은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조사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30명이 선정됩니다. 실험군에 해당하는 30명은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을 이용한 교육 대상자이며, 대조군에 해당하는 30명은 구두 설명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연구자 임의 표출로 선정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

우에 한하여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 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담 중에 녹음은 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전체 연구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

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단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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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상처가 있어 소독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제외 기준

  - 의사소통 혹은 국문 해독이 불가능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을 할 수 없는 자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① 교육 요구 조사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교육 요구 파악을 위한 문헌 고찰과 반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정형외과 치료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20명을 임의 추출하여 

정형외과 외래 치료실에서 교육 요구 조사 설문 및 면담을 시행합니다. 설문지와 함

께 교육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상처 소독 시 주의사항과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 등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②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시

나리오 내용의 구성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수정 보완하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개발합니다. 

③ 적합성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정형외과 치료실을 내원

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임의 추출하여 정형외과 치료실에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뒤 PEMAT-A/V도구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통해 적

합성을 검증합니다. 

④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개발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정형외과 치료실을 내원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총 60명을 임의 추출합니다. 실험군에 해당하는 

30명에게는 정형외과 치료실에서 먼저 발 관리 지식 도구와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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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설문을 시행하고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고, 2주 뒤에 재측정합니

다. 대조군에 해당하는 30명에게도 역시 정형외과 치료실에서 먼저 발 관리 지식도구

와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도구 설문을 시행하고, 구두 설명 교육을 시행하여 2주 뒤 

재측정하여 점수를 비교합니다. 

귀하가 연구 참여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되고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교육 요구 조사 참여 대상자군 또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평가 대상자군 또

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군에서 실험군이나 대조군 중 하나에 임의로 배정

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설문 조사에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은 약 10-30분 정도입니다.

만일 연구 방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

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가 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영상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어 스스로 발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설문 응답 시 피로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 요소에 대한 질문

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를 위한 동영

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

시는 것에 대하여 3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연구 동의서 작성 및 설문 종료 후에 지급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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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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

며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발 관리를 위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

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 귀하의 이니셜, 등록번호, 성별, 나이

-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로 발병기간, 치료기간 등 건강 관련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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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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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이익의 내용

-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에도 귀하에 대한 진료와 처방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 보장

이 연구를 점검하는 연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 연구심의위원회(IRB)는 귀하의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귀하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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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니셜, 등록

번호, 나이, 성별, 진단명, 발병기간, 치료기간.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

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 장

치가 있는 장소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며 연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

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

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

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에 3

년간 보관 후 폐기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

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

입니다. 모든 연구 자료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본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연구 종료 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

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하

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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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4.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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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김아영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7-3861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8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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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일반적 사항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거

나 빈칸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세

2. 성별  

□ 남자      □ 여자 

3. 교육정도 

□ 무학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이상  

4.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처음 발생한 시기를 적어주십시오. 

          년          월  (          개월)

5.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진단 받았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를 표

시해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발생 원인     □ 진단 검사     □ 경과 및 예후    □ 상처 소독 방법 

□ 발 관리 방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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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 방법을 표시해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텔레비전        □ 인터넷        □ 주변지인      □ 병의원 의료진   

□ 기타                               

7.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 관리에 관한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없다      □ 있다

7-1. 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주변지인  □ 병의원 의료진  □ 보건소 등 공공기관  □ 기타                   

    

8. 언제 발을 씻으십니까? 

□ 씻지 않음     □ 아침      □ 저녁      □ 샤워할 때      □ 불규칙   

□ 기타                    

9. 발 관찰 횟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 0회/일    □ 1회/일    □ 2회이상/일    □ 기타                    

10.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상처를 직접 소독한 경험이 있습니까?

□ 없다      □ 있다

10-1. 직접 소독한 경험이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소독하십니까? 

□ 아니다      □ 그렇다

11. 가정에서는 누가 상처 소독을 시행합니까?

□ 본인        □ 배우자        □ 자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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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나의 발 상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3. 상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발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4. 상처 상태가 심각할 때 발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68 -

부록 3. 전문가 내용 타당도 설문지

1 = 관련이 없음

2 = 문항 수정 없이는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거나

    관련이 없어서 문항 수정이 필요함

3 = 관련이 있으나 다소 수정이 필요함

4 = 매우 관련이 있고 간결함

항목 내용
점수

비고
1 2 3 4

1. 정의

발의 감각이 남의 살 같이 무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더 저리며 아프기도 하고, 티눈

이나 물집 같은 상처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환. 바로 당뇨 

합병증에 의해 유발되는 당뇨발입니다. 

2. 발병원인 및  

   병태생리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초조직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막히는 말초동맥질환과 말초 조직 신경이 안 좋

아져 감각이 떨어지는 말초신경병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 임상양상 및  

   예후

혈관이 안 좋아지는 말초동맥질환의 경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발 끝부분부터 서서히 까맣게 변하면서 괴사가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는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다리 피부가 건조

해지고 갈라지기도 하며,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처가 생

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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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점수

비고
1 2 3 4

4. 위험요인

당뇨발 환자들은 발에 통증이 없다 보니 상처가 생겨도 발견

이 늦어지고 악화된 상태로 병원을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생

깁니다. 

5. 진단검사

6. 치료방법

말초신경병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초신경전도검사 등을 시

행합니다. 말초동맥질환이 의심된다면 하지 초음파, 혈관CT검

사 등을 통해 혈관의 막힘이나 좁아짐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6. 치료방법

당뇨발이 생겼을 때 상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및 주변 피부 상태, 감염 여부에 따라 소독방법이 바뀌

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할 때는 의료진의 치료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7. 상처 소독   

   물품 준비

먼저 소독 물품을 준비합니다. 치료실에서 처방받은 드레싱 

재료, 멸균 장갑, 일회용 드레싱 세트, 멸균생리식염수, 멸균 

거즈를 준비합니다. 일회용 드레싱 세트 대신 끓는 물에 소독

이 가능한 의료용 드레싱 포셉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소독 

물품은 사용 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독 과정 중에

는 소독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8. 소독 방법

상처 소독을 위해 먼저 손을 씻습니다. 드레싱 세트를 개봉하

여 멸균 거즈를 넣고 멸균생리식염수를 부어 놓습니다. 이전

에 붙어있던 드레싱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멸균 장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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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점수

비고
1 2 3 4

착용합니다. 멸균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적셔 상처부위를 소독

합니다. 상처 부위 소독 후에 상처 주변 피부도 닦아줍니다. 

처방받은 드레싱 재료를 상처 부위에 붙여 고정해줍니다. 드

레싱 교체 간격은 의료진과 상의 합니다. 

9. 발 관찰

매일 발을 관찰하면서 갈라진 곳은 없는지, 물집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거울을 이용해 관찰해야 합니다. 발이 차갑지는 않은지 

만져서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10. 발 씻기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매일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발을 물로 씻어도 되는지 의료진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11. 보습 로션  

    사용

각질이 일어나고 발이 건조해지는 경우 보습 로션을 발라줍니

다.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는 경

우 소독이 끝난 뒤 적용합니다.

12. 신발 선택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안을 살펴봐서 이물이 있는지 확인합

니다. 앞부분이 막혀있고 발볼이 넓고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고, 발 변형이 있는 경우 당뇨발 전용 신발을 맞춰 신

습니다. 실내에서도 맨발로 걷는 것을 피하고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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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점수

비고
1 2 3 4

13. 양말 선택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양말을 신고 신발을 착용해

야 합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면 재질이 좋

고, 발목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여 매일 바꿔 신어야 

합니다. 

14. 발톱 관리

발톱은 발끝모양에 맞춰 반듯하게 잘라야 하며, 발톱이 두꺼

워지거나 파고드는 경우에는 상처간호사에게 관리 받도록 합

니다. 집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발톱깎이를 사용하는 경우 상

처가 생겼을 때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15. 굳은살     

    관리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상처 간호사

에게 관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6. 감염 관리

작은 상처라도 새롭게 생긴 상처가 며칠 동안 변화 없이 지속

되는 경우나 상처 주변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열감이 생기고, 

지저분한 고름이 나오는 경우, 또는 갑자기 발 통증이 심해지

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내원하도록 합니다. 

17. 치료 목표
당뇨발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꾸준

히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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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평가 (PEMAT-A/V)

[이해도 (Understandability)]

◎ 다음 문항은 자료에 대한 이해도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문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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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에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5 자료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직화

8

자료는 짧은 단락으로 정보가 나뉘어져 

있다. 

* 아주 짧은 자료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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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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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짧은 자료란 두 단락 이하이고 한 페이지 이하의 자료를 의미함

합계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총점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해도 점수 (%)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합계 / 총점) × 100

항목 번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배치와 

설계

12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시(화살표, 밑줄 등)를 사용하고 있

다.

13 화면 속 글자는 읽기 쉽다.

14

자료를 통해 단어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 (너무 빠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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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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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도 (Actionability)]

◎ 다음 문항은 자료에 대한 실행도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문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총점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해도 점수 (%)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합계 / 총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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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가능하고 알기 쉬운 단계로 나누

어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5

행동에 옮기도록 차트, 그래프, 표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차트, 그래프, 표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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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발 관리 지식 측정 도구

 다음은 당뇨발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읽으시고 해당

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당뇨와 발은 상관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② 당뇨와 발은 약간 상관이 있지만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③ 당뇨와 발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리를 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2. 얼마나 자주 발을 살펴보고 관리해야 하는지 고르시오. 

 ① 매일

 ② 월 1회 이상

 ③ 주 1회 이상

 ④ 잘 모르겠다. 

3. 발을 씻는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 고르시오.  

 ① 차가운 물 

 ② 미지근한 물

 ③ 뜨거운 물

 ④ 잘 모르겠다. 

4. 양말 선택 기준이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양말의 바닥 부분이 얇은 것이 좋다. 

 ② 양말의 목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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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질은 나일론이나 면으로 된 어떤 것도 상관없다. 

 ④ 잘 모르겠다. 

5. 발을 씻은 후 물기를 말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저절로 마르도록 기다린다.  

 ② 휴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닦아준다. 

 ③ 수건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까지 닦아준다. 

 ④ 잘 모르겠다. 

6. 발톱을 자르는 방법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둥글게 자른다. 

 ② 일직선으로 자른다. 

 ③ 발끝모양에 맞춰 자른다. 

 ④ 잘 모르겠다. 

7. 당뇨발 관리 방법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①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안을 살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발이 시리고 차가운 경우 뜨거운 찜질팩을 자주 적용한다. 

 ③ 발바닥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씻어주기만 해도 충분하다. 

 ④ 잘 모르겠다. 

8. 발에 보습 로션을 바르는 방법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발 냄새를 감소시키기 위해 향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②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발라준다. 

 ③ 자극이 없는 로션을 발전체에 수시로 발라준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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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 해야 하는 행동을 고르시오. 

 ① 저절로 나을 때까지 그대로 둔다. 

 ② 집에서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치료한다. 

 ③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보여준다. 

 ④ 잘 모르겠다. 

10. 다음 중 건강한 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① 맨발로 걷기

 ② 거울로 발 관찰하기

 ③ 티눈이 생긴 경우 손톱깎기로 잘라내기

 ④ 잘 모르겠다. 

11. 올바른 신발 선택 방법을 고르시오.

 ① 앞뒤로 사이즈가 넉넉한 신발을 고른다. 

 ② 앞이 막혀 있고 발볼이 넓은 신발이 좋다. 

 ③ 발 사이즈에 딱 맞고 디자인이 세련된 신발을 고른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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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발 관리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

 다음은 최근 한 달 동안의 당뇨발 관리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읽으시고 해당

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3 =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4 = 그렇게 하는 편이다

5 = 항상 그렇게 하는 편이다

질문 5 4 3 2 1

1.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습 로션을 바른다. 

2. 발을 물로 씻기 전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물기가 없도록 말린다. 

4. 발톱은 발끝모양에 맞춰 자른다.

5. 매일 발을 관찰한다.

6. 신발은 발볼이 넓고 앞이 막혀있는 신발을 신는다. 

7. 어떤 종류의 신발을 주로 신는지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①구두   ②운동화 

③등산화 ④샌들  

⑤슬리퍼 ⑥당뇨신발 

⑦효도신발

8.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본다.

9. 양말을 매일 갈아 신는다.  

10. 양말은 발목이 너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신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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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4 3 2 1

11. 발에 상처가 생기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다. 

12. 발이 시리고 저릴 때 뜨거운 찜질팩으로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

13. 발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거울을 이용해서 관찰한다. 

14. 티눈이나 굳은살이 생겼을 때 면도칼이나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15. 티눈이나 굳은살이 생겼을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티눈연고

를 바른다.

16. 티눈이나 굳은살의 관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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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 동의하지 않는다

3 = 보통이다

4 = 동의한다

5 = 매우 동의한다

항목 1 2 3 4 5

1.동영상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2.동영상의 음향은 단어가 명확하게 들린다.

3.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4.동영상 상영 시간은 적절하다. 

5.동영상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설명하고 있다. 

6.동영상 교육 내용은 발 관리에 도움이 된다.

7.동영상 시청 후 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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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교육 요구 면담 내용

항목 교육내용 환자

당뇨병성

족부궤양

정의 난 당뇨발은 아니고 그냥 티눈이 생겼는데 덧나서 그런 거예

요.

당뇨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발병원인 

및 

병태생리

왜 발병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낫고 오래가나요?

발에 감각이 없어서 발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괴사하는 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알고 싶어요.

왜 발이 갈라지는지 원인이 뭔가요

당뇨발은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나요?

임상양상 

및 예후

발톱 깎다가 피가 조금 나더니 갑자기 변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발을 절단해야 하나요?

괴사 현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위험요인 아프지도 않은데 어느 날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발이 차가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병원에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요. 

진단검사 뼈는 이상이 없는지, 지난번에 검사한 혈관검사 결과는 어떤

지 궁금해요. 설명을 못 들었어요. 

혈류검사와 신경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치료방법 상처 치료할 때 특별하게 약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치료에 필

요한 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치료목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나요?

언제 치료가 끝나나요?

완치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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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육내용 환자

상처소독 상처 

소독 

준비 

물품

장갑은 끼지 않는다.

예전에 군부대에서 나왔던 세트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얼핏 보고 약국에서 사다 쓰

고 있다.

생리식염수나 멸균 붕대 같은 것들 유통기한 같은 것이 궁금

해요.

대일밴드 붙여도 되나요?

마데카솔 파우더가 좋다던데요. 

소독약은 무엇으로 써야 되나요?

소독 

방법

병원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싶습니다.

약국에서 소독방법을 물어봐서 하고 있어요.

의료기상사에서 배웠어요.

소독하는 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일상생활 발 관찰 상처 소독할 때만 보게 됩니다.

발 관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발 씻기 상처가 있어서 발을 못 씻으니까 찝찝하고 답답해요.

상처 있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돼요?

귀찮아서 잘 안 씻게 됩니다.

베타딘 물에 발을 푹 담그고 있기 때문에 따로 씻지 않아도 

됩니다.

보습 

로션 

사용

자꾸 발이 갈라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각질이 일어나

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건조해서 발 관리 하는 게 어려워요.

신발 

선택

집에 있는 편한 운동화 신고 있어요.

당뇨신발 없어도 집에 있는 신발 신어도 괜찮아요.

걸을 때 발바닥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두 신고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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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육내용 환자

양말 

선택

수면양말을 사서 신는데 그것도 발목 있는 데가 조여서 자국

이 납니다.

발톱 

관리

배우자가 잘라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손톱깎이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관리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톱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굳은살 

관리

물에 불렸다가 면도칼로 살살 긁으면 잘 떨어져요.

발바닥 살이 두꺼워지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

다.

굳은살 때문에 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감염관리 염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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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화면 구성

자막 내레이션 화면

<당뇨발 관리법>

건강한 발을 

지키세요!

이 영상은 당뇨발 환자들을 위해 세

브란스 병원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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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 정의

발의 감각이 남의 살 같이 무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더 저리며 아프기도 하

고, 티눈이나 물집 같은 상처가 오랫

동안 낫지 않는 질환. 바로 당뇨 합병

증에 의해 유발되는 당뇨발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당뇨발에 

대한 지식과 건강한 발을 위한 관리방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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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2. 발병 원인 및 병태생리

<당뇨발이란?>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

지로, 말초조직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막히는 말초동맥질환과 말초 조직 신

경이 안 좋아져 감각이 떨어지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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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3. 임상양상 및 예후

혈관이 안 좋아지는 말초동맥질환의 

경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발 끝부

분부터 서서히 까맣게 변하면서 괴사

가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는 말초신경

병증의 경우에는 다리 피부가 건조해

지고 갈라지기도 하며, 감각이 떨어지

게 되면서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

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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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4. 위험요인

당뇨발 환자들은 발에 통증이 없다 

보니 상처가 생겨도 발견이 늦어지고 

악화된 상태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

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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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5. 진단검사, 6. 치료방법

말초신경병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초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말초동맥질환이 의심된다면 하지 초음

파, 혈관CT검사 등을 통해 혈관의 막

힘이나 좁아짐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막힌 혈

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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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6. 치료방법

<상처소독방법>

당뇨발이

생긴 경우

(상처를 소독할 

때에는 의료진의 

치료지침에 

따라서!)

당뇨발이 생겼을 때 상처소독은 어

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및 주변 피부

상태, 감염 여부에 따라 소독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할 때는 의

료진의 치료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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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7. 상처 소독 물품 준비

<상처소독준비물>

드레싱 재료

멸균 장갑

일회용드레싱세트

멸균생리식염수

멸균 거즈

먼저 소독 물품을 준비합니다. 치료

실에서 처방 받은 드레싱 재료, 멸균 

장갑, 일회용 드레싱 세트, 멸균생리

식염수, 멸균 거즈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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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7. 상처 소독 물품 준비

<상처소독준비물>

의료용 

드레싱 포셉

(끓는 물에 

소독이 가능한 

의료용 포셉)

사용 전 유효기간 

확인!

소독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일회용 드레싱 세트 대신 끓는 물에 

소독이 가능한 의료용 드레싱 포셉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소독 물품은 

사용 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독 과정 중에는 소독 물품이 오염되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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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8. 소독 방법

<상처 소독 방법>

손 씻기

소독 물품 준비

드레싱 제거

장갑 착용

상처 부위 소독

드레싱 제품 적용

상처 소독을 위해 먼저 손을 씻습니

다. 드레싱 세트를 개봉하여 멸균 거

즈를 넣고 멸균 생리식염수를 부어 놓

습니다. 이전에 붙어있던 드레싱을 조

심스럽게 제거합니다. 멸균 장갑을 착

용합니다. 멸균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적셔 상처부위를 소독합니다. 상처 부

위 소독 후에 상처 주변 피부도 닦아

줍니다. 처방 받은 드레싱 재료를 상

처부위에 붙여 고정해줍니다. 드레싱 

교체 간격은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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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9. 발 관찰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발 관찰하기

매일 발을 관찰하면서 갈라진 곳은 

없는지, 물집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거울을 이용해 관찰

합니다. 발이 차갑지는 않은지 만져서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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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0. 발 씻기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발 씻기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매일 발

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씻어도 되는지 의료진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에 물

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건으로 물기

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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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1. 보습 로션 바르기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보습 로션 바르기

각질이 일어나고 발이 건조해지는 

경우 보습 로션을 수시로 발라줍니다.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면 안 됩니

다. 상처가 있는 경우 소독이 끝난 뒤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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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2. 신발 선택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신발 선택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안을 살펴봐

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부

분이 막혀있고 발볼이 넓고 편안한 신

발을 고르는 것이 좋고, 발 변형이 있

는 경우 당뇨발 전용 신발을 맞춰 신

습니다. 실내에서도 맨발로 걷는 것을 

피하고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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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3. 양말 선택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양말 선택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양

말을 신고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면 재질이 좋고, 발목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여 매일 바꿔 신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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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4. 발톱 관리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발톱 관리

발톱은 발끝모양에 맞춰 반듯하게 

잘라야 하며, 발톱이 두꺼워 지거나 

파고드는 경우에는 상처간호사에게 관

리받도록 합니다. 집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발톱깎이를 사용하는 경우 상처

가 생겼을 때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

다.



- 100 -

자막 내레이션 화면

15. 굳은살 관리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

굳은살 관리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 정형외과 외

래에 내원하여 상처간호사에게 관리받

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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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6. 감염 관리

<내원해야 하는 

경우>

작은 상처라도 새롭게 생긴 상처가 

며칠 동안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경우

나, 상처 주변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열감이 생기고 지저분한 고름이 나오

는 경우, 또는 갑자기 발 통증이 심해

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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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내레이션 화면

17. 치료 목표

당뇨발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

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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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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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견

2 당뇨발 관리에 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발병한 것 같다. 

논문 중 당뇨발 관리에 대한 국민 교육이 필요하고 USB 배포가 필요

하다. 

4 소독 방법과 발 로션 적용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5 사진이 이해를 돕게 해주었어요.

9 동영상 잘 만들었다. 내용이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 

11 청력장애가 있어 양쪽 보청기 착용 상태라 잘 들리지는 않았고 자막

으로 봤다. 

12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가 필요하다.

14 오른쪽은 보청기 낀 후에도 잘 안 들려서 왼쪽만 들리는 상태라 소리 

듣기가 쉽지 않았다

16 청각장애 있으나 보청기 착용을 안 해서 2번 질문에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17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24 동영상을 본 후 발 관리에 더 관심이 생겨 좋았다.

27 앞으로 양말을 매일 바꿔 신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션도 매

일 발라야겠다. 

28 자막이 있어서 좋았다

29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

부록 12.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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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for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

Kim, Ah Young
Dep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in South Korea is 27.3% 

for people age of 65 and over, and the rate of diabetes among men and 

women has increased with age. As the prevalence of diabetes increases, there 

are also increase in complications, particularly diabetic foot ulcer which has 

high rate of recurrences and is a major cause of hospitalization.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 have high rate of lower extremity amputation and 

mortality. Therefore, proper treatment and preventive care is very crucial for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 Proper foot care education is essential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to improve the knowledge of foot care and foot care behaviors 

among diabetic foot ulcer patients,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DESIGN: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for developing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The study use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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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such as foot care knowledge and foot 

care behavior. METHODS: In the phase of developing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diabetic foot ulcer 

patients ware conducted to find educational needs. The program was finalized 

after a receiving content validity evaluation by experts in diabetic foot clinic. 

The quality of the video program was evaluated using PEMAT-A/V tool. The 

overall mean understandability score was 97.5% and actionability score was 

100%. In the phase of evaluating its effectiveness, the non-equivalence 

control group design was carried out after the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was implemented thirty patients were recruited for each a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ho were outpatients at Y University 

Hospital Orthopedic Surgery Department Clinic for diabetic foot ulcer.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st, 2018 to June 25th, 2018, and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verbal educatio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oth groups measured their scores on foot 

care knowledge and foot care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Additional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educational video program was 

conducted in experimental grou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χ²-test, independent t-test, and ANCOVA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0.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n=24) and the 

control group(n=25) were homogeneous in terms of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scores of foot care knowledge and foot care 

behavior. Pre and Post score of foot care knowledge in the experimental 

group scored 2.0±2.2 on average, and the control group scored 0.3±1.7 on 

average, which experimental group appearing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4.440, p<.001), and control group appearing to be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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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ignificant (t=0.803, p＞.05). Post score of foot care knowledge in the 

experimental group scored 8.8±0.4 on average, and the control group scored 

7.0±0.3 on average which is appearing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12.351, 

p=.001). Pre and Post score of foot care behavior in the experimental group 

scored 5.3±5.7 on average, and the control group scored 0.8±5.1 on 

average, which experimental group appearing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4.602, p<.001), and control group appearing to b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t=0.747, p＞.05). Post foot care behaviors score of 

experimental group scored 61.1±0.9 on average, and control group scored 

58.2±0.9 on average which is appearing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5.128, 

p=.028). CONCLUSIONS: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d that an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for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atient’s foot care knowledge and foot care behavior. This 

educational video program will help prevent deterioration of foot ulcer and 

improve the wound condition. It is also hoped that clinical nurses will be 

able to actively utilize this video program as an educational medium to 

provide efficient for foot care. Future studies were recommended with more 

number of participants and longer follow up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al video program of foot care for patients with diabetic foot 

ulcer.1)

Keyword : Diabetic foot ulcer, Foot care, Educational video program,
           Foot care knowledge, Foot care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