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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김난희1), 강정희2), 양영란3)

Impacts of Cancer Pain Management Education on Home Care
Cancer Pati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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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동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의 순수실험 연구로서, 재가암환자에서 실험군 대조군 각각 3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질
병관련 특성 및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사전조사한 후 실험군에게만 개별적으로 1
인 1회 30분간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조사는 1주일 후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성통
증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 인식을 높이고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가암환자의 효율적인 암성통증관리를 위
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핵심어 : 암성통증관리, 교육, 환자, 인식, 태도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cancer pain management education on home care cancer pati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using 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e approached total 62 home
care cancer patients (31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in N area.
One session taking 30 minute education of cancer pain management was provided to the intervention group.
Statistical comparisons between groups were perform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COVA)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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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using SPSS version 18.0. The experimental group's patients who received education about cancer pain
management showed both higher perception and positive attitudes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patients.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the cancer pain management education to home care cancer patients can improve
the pati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We should consider development of the continuous and systemic
cancer pain education for the home care cancer patients' effective cancer pain management.
Keywords : Cancer Pain Management, Education, Perception, Attitud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암환자 치료는 수주 또는 수개월동안 주기적으로 병원 입원과 가정으로 복귀가 반복되며 다양
한 부작용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동안 적절
한 증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공하는 관리가 필요하다[1]. 최근 의학의 발전으
로 인한 생명의 연장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환자의 고
통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2]. 암환자의 간호요구 중 1위가 통증 조절이며, 통증관리가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다는 점에서 통증관리는 암환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3]. 통증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통증을 경
험하는 사람만이 통증의 유무 및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통증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은 암환자
의 통증 호소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4]. 암성통증은 암 진단 당시 약 35%, 진행성인 경우에는
약 70%, 말기암환자의 경우는 80～90%가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 암
환자의 통증은 죽음 공포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환자의 활동, 수면 및 주의집중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6].
암성통증은 중추성과 말초성이 함께 존재하는데 중추성이란 뇌에서 통증을 인식, 수용, 전달하
는 것을 말하며 뇌에서 말초까지 전달될 때에는 척수신경을 통한다. 그러므로 암성통증이 있을 때
는 일반적 질환에 의한 통증 치료와는 다르게 중추에 작용하는 마약성 제제의 투여가 효과적이지
만 환자나 보호자들이 부작용이나 중독을 두려워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7]. 마
약성진통제는 천정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증조절을 위해서 용량 제한 없이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
의 증량이 마약 중독을 의미하지 않는다[8]. 실제로 마약성진통제를 암환자 통증조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독되는 일이 거의 드물며 그 발생률은 1000명 당 1명을 넘지 않는다[9].

McCaffery와 Ferrell[10]의 연구에서는 진통제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마약중독, 부작용 및 주사
사용에 대한 공포, 진통제 사용이 의사의 주위를 분산시켜 암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는 걱정, 좋은 환자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통증에 대한 운명론적 태도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Vallerand 등[11]은 가정에서 암성통증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주간호제공자는 마약성진통
제 관련 부작용, 중독에 대한 두려움, 통증이 질병 진행을 의미한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암환자들은 마약성진통제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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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해 통증에 대한 올바른 호
소나 적절한 중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12].
재가암환자 통증조절 방법은 외래 진료 후 진통제 처방을 받거나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증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는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는 입원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현
재까지 많은 암환자 통증관리 실태조사에서 진통제를 투여 받고 있는 동안에도 환자는 중증도 이
상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통증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적절한 통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13].
암환자는 치료원칙에 따른 진통제 사용으로 70～90%이상의 통증조절이 가능하지만[14], 실제로 전
체 암환자의 42%가 부족한 통증관리로 고통 받고 있고[15], 25%는 통증조절 없이 사망하고 있다

[16]. 효과적인 통증조절을 위하여 일관된 원칙에 의해 통증조절과 통증 기전, 통증 경험, 약물 및
비약물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 통증 평가방법과 표현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17].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3단계 진통제 사용원칙을 정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는데,

1단계로 경한 통증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우선 처방하고, 통증이 계속될 때는 2단계로 약한 마약
성 진통제를 추가하고, 심한 통증인 경우에는 3단계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다[18].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암환자가 암성통증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적극 개발하여 암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19]. 암환자는 마약성진통제의 중독 가능성에 대한 잘못
된 지식을 가지고 중독을 우려하여 암성통증조절을 위한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필요 이상으로 적
게 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12]. 환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간호사는 환자의 통증을 사정,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20].

Kwon 등[21]은 간호사의 가정간호를 통해 통증관리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암환자의 통증조절 염려
와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암환자의 효과적인 통증조절을 위해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사용 원칙과 부정적인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21]. 캐나다에 있는 일차의료센터에서 재가간호를 받고 있는
진행된 암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마약성진통제 사
용을 주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2]. 국내 연구에서 입원암환자를 대상으
로 암성통증관리교육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중독에 대한 염려, 좋은 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와 부작용, 질병악화에 대한 염려가 교육 후가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발견하였다[9]

[20][23].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가암환자들이 충분한 통증조절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들의 통증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4][25].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재가암환자의 통증관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암성통증
관리 교육이 마약진통제 사용에 매우 중요한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암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입원환자에 집중되
어 있고, 재가암환자에게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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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는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
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순수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N지역의 재가암환자로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70, 효과크기 .70을 적용할 때 그룹당 26명으로 총 표본수는 52명이었다. 동
전던지기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하였고, 대상자가 연구도중 탈락할 가능성을 고
려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 31명씩을 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암으로 진단받은
만 30세 이상의 재가 환자, 본인이 암이라는 것을 알고 치료 또는 요양 중에 있는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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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절차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1저자가 속한 N지역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보건기
관의 동의를 얻고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N지역의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참여 중단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2.3.1 사전조사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재가암환자 6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묻고 대상자가 답하는 방법으로 30
분 정도 설문조사하였다.

2.3.2 중재
실험군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후 암성통증관리 교육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환자가 심한 통증이
없고 다른 방문객이 없는 가정에서 실시하되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본 연구자가 제
작한 암성통증관리 안내서(환자교육용) 소책자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시간은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을 합하여 총 30분간이고 본 연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1인 1회 실시하였다. 암환자
를 대상으로 통증 교육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9][19][26]에 근거하여 교육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안내서는 보건복지부[17]의 ‘암환자의 통증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제목
의 소책자와 암성통증관리 관련문헌[9][19]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맞게 제작하였다.

2.3.3 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사후조사 시점은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마친 1주 후에 실시하였고,
조사 후 암성통증관리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개별상담 하였다. 사후조사 시점을 교육 1
주 후로 한 것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교육을 시행하고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9][26]에 근거하
였다.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사전조사를 마친 1주 후에 실시하였고, 조사 후 암성통증관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상담하고 실험군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암성통증관리 안내서

(환자교육용) 소책자를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Jung[12]의 입원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재가암환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암환자 5명을 대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용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최
종 도구로 완성하였다. 작성한 도구는 호스피스 전공 간호학 교수 1인, 가정의학과 전문의(호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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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담당의) 1인, 호스피스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2인, 가정전문간호사 1인, 약사 1인에게 자문 받
아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다.

2.4.1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 측정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은 암성통증 영역 6문항, 마약성진통제 영역 11문항으로 총 17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고,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Ricketts[27]은 많은 연구들이 절대 평가에서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인

Cronbach' α 값만을 보고하나, 신뢰계수로서 항상 Cronbach' α 와 같은 내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안정을 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보았고, 본 연구도구의 상관계수는 0.68이었다.

2.4.2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측정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는 암성통증 영역 7문항, 마약성진통제 영역 7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고,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긍정적인 답은

1점, 부정적인 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4점까지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안정성을 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본 연구
도구의 상관계수는 0.65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을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관련 특성, 중재 전 암성통증관리 인식과 태도
의 동질성 검정은 X2-test, t-test 가설 검정은 공분산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로 분
석하였다. 암성통증관리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안정성은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여 자율적 의지로 연구 참여에 동의
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상자의 익명성을 고려하고, 연구 도중
중도 포기 가능함을 설명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또한 대조군에게 사후조사
를 마친 후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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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실험군은 남자가 15명(48.4%), 여자가 16명(51.6%)이었고, 대조군은 남자가 20명(64.5%), 여
자가 11명(35.5%)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1.640,

p=.200). 연령은 실험군은 70세 이상이 14명(45.1%), 대조군은 24명(7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7.692, p=.104). 결혼상태는 실험군은 기혼이 27명

(87.1%), 대조군은 25명(8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2.077, p=.354). 이 외에도 종교, 교육수준, 직업 및 월수입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정
[Table 1] Homogeneity tests on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 59
Age
60 ～ 69
≥ 70
Single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None
Catholic
Religion
Christian
Buddhist
Uneducated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Middle or more
Employed
Occupation
Unemployed
< 50
Monthly income (10,000 won) 50 ～ 199
≥ 200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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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p.(n=31)
Con.(n=31)
15 (48.4)
20 (64.5)
16 (51.6)
11 (35.5)
8 (25.8)
2 ( 6.4)
9 (29.0)
5 (16.1)
14 (45.1)
24 (77.4)
0 (.0)
2 ( 6.5)
27 (87.1)
25 (80.6)
4 (12.9)
4 (12.9)
11 (35.5)
13 (41.9)
1 ( 3.2)
1 ( 3.2)
10 (32.3)
13 (41.9)
9 (29.0)
4 (12.9)
7 (22.6)
12 (38.7)
15 (48.4)
13 (41.9)
9 (29.1)
6 (19.3)
17 (54.8)
17 (54.8)
14 (45.2)
14 (45.2)
17 (54.8)
23 (74.2)
5 (16.1)
6 (19.4)
9 (29.0)
2 ( 6.5)
*
Fisher's exact test.

2

X

P

1.640

.200

7.692

.104

2.077*

.354

3.706

*

.447

2.550

.466

0.000

1.000

6.51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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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은 [표 2]와 같다. 진단명은 실험군은 위
암과 기타가 각각 8명(25.8%), 대조군은 위암이 12명(38.7%), 기타가 11명(35.5%)으로 많았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4.551, p=.336). 유병기간은 실험군은 5년 이상이 12명

(38.7%), 2년～5년 미만이 8명(25.8%)순으로 많았고, 대조군은 2년～5년 미만이 11명(35.5%), 5년 이
상이 8명(25.8%)순으로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1.385, p=.847). 이 외
에도 병기, 암전이 여부, 통증조절경험, 마약성진통제 사용 경험, 암성통증관리 교육 경험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0.05)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질병관련 특성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s on diseases-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ncer diagnosis

Months from diagnosis

Stage

Metastasis
Experience of pain control
narcotics use
education on cancer pain control

Categories
Stomach
Lung
Colon
Breast
Others
≤6
6 ～ <12
12 ～ <24
24 ～ <60
≥ 60
Ⅰ
Ⅱ
Ⅲ
Ⅳ
Yes
No
Yes
No
Yes
No
Yes
No

N (%)
Exp.(n=31)
8 (25.8)
5 (16.1)
5 (16.1)
5 (16.1)
8 (25.8)
3 ( 9.7)
4 (12.9)
4 (12.9)
8 (25.8)
12 (38.7)
12 (38.7)
7 (22.6)
5 (16.1)
7 (22.6)
11 (35.5)
20 (64.5)
19 (61.3)
12 (38.7)
8 (25.8)
23 (74.2)
4 (12.9)
27 (87.1)

2

Con.(n=31)
12 (38.7)
3 ( 9.7)
4 (12.9)
1 ( 3.2)
11 (35.5)
3 ( 9.7)
5 (16.1)
4 (12.9)
11 (35.5)
8 (25.8)
12 (38.7)
14 (45.2)
4 (12.9)
1 ( 3.2)
5 (16.1)
26 (83.9)
17 (54.8)
14 (45.2)
9 (29.0)
22 (71.0)
2 ( 6.5)
29 (93.5)

X

P

4.551

.336

1.385

.847

6.944

.074

3.033

.082

0.265

.607

0.081

.776

0.738

.390

3.1.3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동질성 검정 결과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암성통증관리 인식은 실험군 평균 6.71점, 대조군 평균 6.32점으로 실험군의 점수가 더 높
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665, p=.509). 암성통증과 마약성진통제 하위영역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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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영역 모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0.000 p=1.000, t=0.862 p=.392) 동질
한 집단이었다.
암성통증관리 태도는 실험군 평균 6.61점, 대조군 평균 5.77점으로 실험군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935, p=.058). 영역별로는 암성통증 영역은 실험군 평균 4.65
점, 대조군 평균 3.77점으로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t=3.163 p=.002), 마약성진통제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91 p=.928).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
식과 태도는 암성통증 태도 하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부분적으로 동질한 집단이었다[표 3].
[표 3]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동질성 검정
[Table 3] Homogeneity tests on perception and attitudes about cancer pain management before the
intervention
Variables and subscales
Perception of cancer pain management
Cancer pain
Narcotic analgesics
Attitudes of cancer pain management
Cancer pain
Narcotic analgesics

Mean±SD
Exp.(n=31)
Con.(n=31)
6.71±2.28
6.32±2.30
3.58±1.18
3.58±1.28
3.13±1.87
2.74±1.65
6.61±1.84
5.77±1.56
4.65±1.05
3.77±1.12
1.97±1.38
2.00±1.41

t

P

0.665
0.000
0.862
1.935
3.163
-0.091

.509
1.000
.392
.058
.002
.928

3.2 가설 검정 결과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하부영역 중 사전조사 점수가 동질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
하고 암성통증관리 교육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정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3.2.1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재 후 암성통증관리 인식에 대한 전
체 실험군의 조정 후 평균 점수는 13.25점, 대조군은 7.01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6.24점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F=162.681, p<.001). 하부영역 중 암성통증 영역에서 실
험군의 조정 후 평균 점수는 4.58점, 대조군은 3.74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0.84점 더 높았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고(F=15.597, p=<.001), 마약성진통제 영역에서는 실험군의 조
정 후 평균 점수는 8.67점, 대조군은 3.27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5.40점 더 높았는데 이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F=179.4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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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재 후 암성통증관리 태도에 대한 전체 실험군의 조정 후 평균 점수는 9.59점, 대조군은 5.89점
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3.70점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F=102.182,

p<.001). 하부영역 중 암성통증 영역에서 실험군의 조정 후 평균 점수는 5.64점, 대조군은 4.10점으
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1.54점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6.996,

p<.001). 마약성진통제 영역에서도 실험군의 조정 후 평균 점수는 3.95점, 대조군은 1.79점으로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2.16점 더 높았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F=91.951, p<.001).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후 암성통증관리 인식과 태도 비교
[Table 4] Homogeneity tests on perception and attitudes about cancer pain management before the
intervention
Variables and subscales
Perception of cancer pain management
Cancer pain
Narcotic analgesics
Attitudes of cancer pain management
Cancer pain
Narcotic analgesics

Mean±SD
Exp.(n=31)
Con.(n=31)
6.71±2.28
6.32±2.30
3.58±1.28
3.58±1.18
3.13±1.87
2.74±1.65
6.61±1.84
5.77±1.56
4.65±1.05
3.77±1.12
1.97±1.38
2.00±1.41

t

P

0.665
0.000
0.862
1.935
3.163
-0.091

.509
1.000
.392
.058
.002
.928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교육 이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영역별로 암성통증과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인식도 모두 높게 나와 교
육용 소책자를 이용하여 재가암환자에게 실시한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여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Yi와 Park[10]의 연
구에서 입원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후 지식 정도가 증가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었
다. Kim[9]와 Shin[19]의 연구에서 통증이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통증관리 염려정도가
감소함을 보인 것과 Gong[23]과 Kwon[26]의 통증관리 교육을 받은 암환자의 통증관리와 관련 염
려와 통증조절 주저 행위가 교육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Ferrell과 Rivera[28]의 가정에 있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기전 및 통증관리 방법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하고 통증관리에 대한 염려요인에 대해 교육한 결과 지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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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인식 중 마약성진통제 영역은 암성통증 영역에 비해 인식
정도가 낮게 나왔으나 이는 대상자를 암성통증 경험과 마약성진통제 사용 경험과 관계없이 암진단
을 받은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Jang[2]의 연구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마
약성진통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그 중 ‘말기 암환자에게 마약성진통제 처방
이 나있는 경우라도 통증이 있을 때만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해야 한다’, ‘마약성진통제는 중독성이
강함으로 말기 암환자에게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의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Jung[12]
의 연구에서는 입원한 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가 중간 정도이고, 이 중에서도 ‘마
약성진통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는 곧 중독을 의미한다’의 항목이 가장 낮은 정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암환자들이 암성통증 인식은 중간 정도이고, 마약성진통제 영역은 낮은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가암환자는 입원암환자와 달리 처방된 진통제를 가정
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처방된 방법과 시간에 따라 투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진통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중독에 대한 두려움, 암에 대한 운명론
적인 수용태도 등으로 통증 호소나 진통제 요구를 주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암성통증
관리 안내서를 통해 교육한 결과 진통제를 기피하고 참기 보다는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 진통제를
요구할 수 있고, 진통제가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정도는 교육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
아졌으며, 영역별로 암성통증과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태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 재가암환자에게 실시한 교육이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여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
나 Yi와 Park[20]의 연구에서 입원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후 태도 정도가 긍정적으로 변
화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입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등[30]와 Jung[12]의 연구에
서도 교육 후 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암성통증에 비해 마약성진통제 영역의 태도 정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고, 특히 실
험군에서는 중재 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중재 후 더 낮게 나왔다. 약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진통제 등 약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31], 진통제 사용에 대한 편견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30]. 또는 암성통증이 피할 수 없는 결과이고 완화될 수 없는 것이며 암이라는
질병 경험의 일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진통제는 통증의 예방목적
으로 사용되며 처방된 용량을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것, 통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의
낮은 중독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 태도를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Jung[12]는 입원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에서 중간정도의 순 상관관
계를 보였는데 이는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식의 변화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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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때 재가암환자들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암성통증관리와 관련된 보다 구
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원 중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62명
중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56명(90.3%)로 교육 받은 경험은 매우 적었다. 효과적
인 암성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암환자가 치료를 받을 당시 사전에 병원에서 교육지침서를 통한 체계
적인 통증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퇴원 후 가정에서 자가 관리하는 재가암환자에게 보다 적극적
인 통증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성통증은 암환자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수면장애, 우울 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로 암환자의
효율적인 통증관리를 통해 우울증이나 긴장과 같은 감성기능,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
능, 사회기능 등이 개선된다면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32]. Shin[19]은 교육이 통
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가암환자에 적합한 암성통증관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육 방법의 장점은 1) 직접 가정을 찾아가 1:1 개별교육을 실시한 점, 2)
대상자들은 평소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그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었던 점, 3) 간호사가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직접 투약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된
점, 4)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르는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투약교육을
시켜줌으로서 대상자에게 긍정적은 영향을 끼친 점이다. 이전에 통증을 심하게 경험했던 대상자는
사전에 이런 암성통증관리 교육을 받았으면 참지 않고 진통제를 복용해서 편안한 삶을 보냈을 것
이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족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환자에게 직접 진통제를 주는 역할 등 통증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보호자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상자
연령이 70세 전후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가 많아 대부
분 연구자가 직접 묻고 답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험 효과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스스
로 읽고 답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암성통증관리 전반적인 내용 중 암성통증과 마약성진통제 영역에 대하여 교육
후 효과를 살펴보았고, 이에 대하여 인식과 태도 모두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나, 마약성진통제 태도
영역의 점수는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약성진통제는 암성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약제임을 인식하고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재가암환자의 암성통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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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식을 높이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가암환자의 효율
적인 암성통증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암성통증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재가
암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암성통증관리 교육과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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