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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기관의 사명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건

강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개선

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환자의 의료기관 방

문 목적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며, 의료수요

의 변화가 양적인 의료에서 질적인 의료로 바뀜에 따라 의료

기관의 경영 전략도 환자 중심, 환자 만족의 전략으로 변화되

어야 하겠다. 환자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간호 서비스이며 환자의 입원생활 시작단계에서 형성된 간호

사와의 관계는 퇴원 후 병원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향후 병원

을 재이용 하는 동기가 된다(이미애와 염영희, 2005; 이선아, 

1998). 따라서 잘 준비된 입원생활 안내는 생소한 환경에 대

한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켜 입원기간동안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정순희, 1999). 입원환자들은 병원이라는 특

수성 때문에 입원 전의 생활보다 더욱 고립감, 소외감, 혼돈

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환자교육은 질병의 재발 및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며 무지에서 오는 공

포나 불안도 경감시킬 수 있다. 간호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첫 번째 지표는 환자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이며, 많은 연구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

은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다(조양희, 김소인, 한금선과 임지

영, 2001; Nelson, Rubin, Hays, & Meterko, 1990).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정보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 영향

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임상에서의 간호교육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이 시급

히 제기되고 있다.

교육 매체로 책자, 슬라이드, 비디오, 컴퓨터 기반의 동영상 

등 다양한 것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간호학 분야의 선행연구

에서는 소책자(성은희, 1995), 비디오테이프(김애리, 1994; 여

미림, 송인숙, 유주희, 김명숙과 이정혜, 2001), 녹음기(이소우, 

1982), CD-ROM(황연자 등, 2004)등의 교육매체를 활용한 것

들이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습내용을 읽기만 했을 때

는 내용의 10%를 기억하고, 듣기만 했을 때는 20%, 본 것은 

30%, 듣고 본 것은 50% 정도를 기억한다(이갑순, 1998). 이와 

같은 사실은 간호교육에서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학습한 학생

이 전통적인 인쇄 매체로 학습한 학생보다 학습 성적이 높았

고 학습소요기간이 덜 소요되었으며(Belfry & Winne, 1998), 

성취도와 학습태도가 더 좋았다(Cohen & Dacanay, 1994)는 

연구결과로 증명이 되었다. 국민정(2003)은 동영상을 이용한 

학습 자료가 영상과 더불어 음향에 의한 자극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인쇄 매체에 비해 학습자의 주의 집중

력, 설명 능력, 기억 유지 능력 등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듣고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은 교육의 일관성과 완전함을 

주며, 필요시 마다 보여줄 수 있다. 또 알지 못하는 환경을 

시각적으로 대리 견학할 수 있으며, 교육하는 이가 시간을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McClurg, 1981). 최근 시청각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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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정보제공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시청각적인 정

보 제공은 구두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내용의 누락이 적고, 

정보제공자의 감정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 또 시각과 언어적 

기술이 동시에 제공되어지고, 정보제공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

는 등의 장점이 있다(Cohen & Hasler, 1987). 그 중 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는 음과 영상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주며 사

물이나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사실성을 강조하는 가장 다양

한 효과를 지닌 매체이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 작용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을 보고 운동

의 동작과 그 운동을 인식하는 시각적 회환과 시간적인 변화

를 잘 활용할 수 있다(신각균, 1992).

비디오와 같은 영상매체를 이용한 환자 교육은 환자에게 

질병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을 증진

시킴으로써 환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Ozer & Bandura, 

1990) 비디오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유인물을 주된 교

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바쁜 업무로 인하여 간호사의 설명

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

육매체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를 매체로 한 입원생활 안내 

프로그램을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교육에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컴퓨터 기반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통한 환자교

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바쁜 임상업무 가운

데 있는 간호사들이 동영상 프로그램을 교육수단으로 쉽게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영

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원생활 안내 교육을 실시하

고 기존에 실시하던 책자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가 입원환자의 입원생활 이해

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가 입원환자의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원생활 안내 교육

을 받은 실험군은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입

원생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원생활 안내 교육

을 받은 실험군은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교

육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 입원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는 상관관

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입원생활 안내 교육 매체로서 동영상 교육 프로

그램과 안내 책자를 비교하는 유사 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

조군 사후설계이다<그림 1>.

집단 사전 중재 사후
실험군 X1 E2
대조군 X2 C2

X1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X2 : 입원생활 안내 책자
E2, C2 : 입원생활 이해도, 교육 만족도 측정

<그림 1> 연구 설계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0월 7일까지 서울

에 위치한 K대학병원, 13개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19세에서 

64세 이하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하기

로 동의한 자로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시청각 장애가 없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243명으로 하였다. 대상자 배정은 

동전 던지기를 하여 앞면이 나오면 실험군, 뒷면이 나오면 대

조군에 배정하여 각 126명, 117명씩 선정하였다. 실험군에게

는 동영상 시청 도중에 지루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도구

 입원생활 안내 책자

본 연구에서 입원생활 안내 책자는 K병원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제작된 13쪽짜리 소책자로 환자권리 장전과 함께 5개

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다. 1장은 병동 전화안내에 

대한 것이고, 2장은 입원준비, 식사, 면회, 비상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된 병실생활 안내이며, 3장은 퇴원안내 이다. 4장

은 병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대시설들에 관한 안내

로 구성되어 있고 5장은 병원전체의 부서배치를 보여주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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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안내로 되어있다.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K대학병원 입원생활 안내 책자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영

상전문가가 병원 고객만족(Cutomer Satisfaction) 위원회의 도

움을 받아 비디오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모델은 병원 직원들이 맡았으며 책자에 설명되어진 내용을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촬영된 비디

오를 환자들이 보기 편하게 동영상 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 

Ver. 6.0, 어도비, 미국)을 이용해 자막과 음성해설(narration)을 

삽입한 후 13분 분량으로 편집하였다. 편집된 비디오 동영상

을 다시 3명의 병원 고객만족 위원의 감수를 거쳐 최종 완성

하였다<그림 2>. 완성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입원

생활 안내 책자와 같으며 이것을 이용하기 쉽도록 노트북 컴

퓨터에 저장해서 대상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입원 첫 날에 원

하는 시간에 실험군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2>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입원생활 이해도

본 연구에서 입원생활 이해도 설문지는 안내 책자에 설명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원생활 지식을 알아보는 자가 보고식

의 구조화된 설문지로써 병동 수간호사 2인과 간호학 교수 1

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타당도와 의미전달 여부, 어휘의 적절

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전체가 20문항

으로 되어있는 5단계 평정척도로서 각 문항마다 “아주 잘 안

다”를 5점에서 “아주 모른다”를 1점까지 배점하여 최고 100

점에서 최저 20점까지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4이었다. 

 교육 만족도

입원생활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후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대상

자의 만족감을 조사한 것으로 Likert식의 5점 척도를 이용했

다. “매우만족”에 5점, “만족”에 4점, “보통”은 3점, “불만”은 

2점, “매우불만”은 1점을 배점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각 병동별로 지정된 13명의 연구원들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입원 첫날에 병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원들은 실험군인 경우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13분짜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으며, 대조군은 책자를 이용

해 13분 동안 교육해 주었다. 교육 후 바로 입원생활 이해도

와 교육 만족도 설문지를 나눠준 후 대답하게 하여 회수하였

다. 두 군 모두 설문지 작성 후에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

족한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하여 대상자들이 병원 생활에 지

장이 없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Win 

Ver. 10.0을 이용하였는데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이뤄 모수 통

계법을 이용하였다. 입원생활안내 이해도 설문지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로 검정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은 Chi-square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입원생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는 t-test로 분석하

였으며, 이해도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 계수

(r)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동질성 검증

성별, 연령과 진료과별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설 검증

 가설 1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원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입원생활 이

해도가 높을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78.38 

±13.35점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p=.011) 높게 나타나서 지

지되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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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실험군

(N=126) 

대조군

(N=117) X2 p

N (%) N (%)

성별 남 58(46.0) 66(56.4) 2.615 .124
여 68(54.0) 51(43.6)

연령 (년) 19  2( 1.6)  1(  .9) 5.106 .403
20-29 34(27.0) 30(25.6)
30-39 26(20.6) 22(18.8)
40-49 28(22.2) 27(23.1)
50-59 21(16.7) 30(25.6)
60-64 15(11.9)  7( 6.0)

진료과 내과 17(13.5) 26(22.2) 7.201 .303
재활, 정형외과 27(21.4) 19(16.2)
외과, 흉부외과 13( 5.3) 15(12.8)
신경외과 14( 5.8) 14(12.0)
비뇨기과 14(11.1)  7( 6.0)
성형외과 18(14.3) 11( 9.4)
기타 23(18.3) 25(21.4)

<표 2> 두 군간의 입원생활 이해도 차이

변수

실험군

(N=126)

대조군

(N=117) t p

M±SD M±SD

입원생활 이해도(점) 78.38±13.35 74.66±9.16 2.549 .011

 가설 2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원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교육 만족도

가 높을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4.12±.71점

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p=.001) 높게 나타나서 지지되었다

<표 3>.

<표 3> 두 군간의 교육 만족도 차이

변수

실험군

(N=126)

대조군

(N=117) t p

M±SD M±SD

교육 만족도(점) 4.12±.71 3.85±.57 3.292 .001

 가설 3

“입원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r= .73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조군도 r= .56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지지되었다<표 4>.

<표 4> 입원생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집단 입원생활 이해도

교육 만족도
실험군 (N=126) r = .73
대조군 (N=117) r = .56

논    의

입원 환자들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환경, 질병의 경과, 검

사나 진찰에 대한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환자교육이란 특별

한 준비를 요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계

속 되어야 하며 모든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이다. 교육의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협조적인 태도와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있으며 특히 영상으로 된 비디오테이프는 시

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고 대리경험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경험을 장기적으로 형성하도록 하여 정보에 대한 이

해와 기억을 돕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매체이다(신각균, 1992).

본 연구는 기존에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입원생활 안내를 

할 때 책자를 이용하여 실시하던 것을 대체 매체로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하였을 때 

책자보다 대상자들의 이해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미림 등

(2001)이 비디오를 이용한 약물교육이 책자와 같은 유인물 교

육보다 지식과 태도에 대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

치한다. 또 김명주(1999)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제공

이 위암 환자의 지식과 태도 점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은리(1996)도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환자 교육이 결핵환자의 치료이행행위, 자기효능 및 결

핵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를 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정귀임과 박정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비디

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년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지식, 태도와 실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비디오 형태의 교육이 책자와 같은 매체의 교

육보다 대상자의 지식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단시간에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효율적인 간호중재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입원생활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책자로 교육 받은 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유한진(2000)이 간동맥 화학 색

전술 환자 교육에서 유인물과 같은 교육자료(4.7점) 보다 비

디오(4.9점)를 이용했을 때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 민자와 이은선(1998)의 연구에서 비디오를 이용

한 산모의 퇴원 교육이 유인물과 구두를 통한 것보다 교육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매체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영상을 통한 영상정보제공이 환자들에게 간호

와 치료에 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려주어,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준 결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바쁜 업무 가운데 있는 임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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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환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교육매체로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교재가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입원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실험

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양희 

등(2001)이 입원환자들에게 간호행위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연

구한 결과 적극적인 교육을 포함한 대인관계 기술을 잘 고려

한 간호행위가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또 강익화(1997)도 환자만족의 정도가 교육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대상자가 입원생활에 대해 미리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새로운 병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자 서비스 만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입원 단계에서부터 잘 계획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맞는 적절

한 매체 선택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를 이용하여 입원

생활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

성 대조군 사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0월 7일까지 서울

에 위치한 K대학병원에 입원한 19세에서 64세 이하 대상자들

에게 실험군 126명, 대조군 117명 씩 배정하였다. 실험군인 

경우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으며, 대조군은 책자를 

이용해 교육하였고 교육 후 입원생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t-test, 

Pearson's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

은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입원생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 가설 2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

은 책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교육 만족도가 높

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 가설 3 “입원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만족도는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책자에 비해 입원생활

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환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므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유용한 교육매체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본 연구에 사용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병원에서 

수정 후 적용하여 표준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

록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글을 읽을 수 없는 노인들만을 위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업무 능률에 미치는 영

향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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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patient Guide Movie and Booklet Programs 
on Understanding of Hospital Life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Jeong, Hyeon-Che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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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ermine how an in-patient guide movie enhanced the understanding of 
hospital life. Metho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was used for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was allowed to watch the in-patient guide movie. The in-patient guide booklets were given to the control 
group for reading. The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of the respective program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Result: The movie watching experimental group had better 
understanding on the hospital life than the booklet reading control group. The movie watching group had more 
satisfaction with the guide program than the booklet reading group. The understanding of the hospital life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had relevan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patient guide movie would 
help the would-be in-patients understand and adapt to the hospital life better. Therefore, the in-patient guide movie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medium to educate in-patients for their hospit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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