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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dvancing genetic knowledge for oncology nurses is especially important in Korea because physicians have laun-
ched to incorporate genetic risk assessment and genetic testing into their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
fy the effect of the first academic cancer genetic risk assessment and counseling course for Korean nurses. Methods: Thir-
ty-five nurses were recruited and educated from June 8 to 14, 2006 in Seoul, Korea. Two measurement tools were used:
‘knowledge about the hereditary breast and ovarian cancer (HBOC)’ and ‘knowledge about the cancer genetics’. Results:
Students’ score of knowledge about HBOC at pre-education was 12.22±2.23, and after education, it increased to 13.62±
1.76. This chan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3.253, p=.003). The score of knowledge about cancer genetics at pre-edu-
cation was 11.31±3.44, and after education it has increased to 16.17±1.94. It als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6.92,
p=.000). Conclusion: This program was effective to be a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genetic educational planning for the
oncology nurses in Korea. This academically-based course is recognized as valuable by oncology nurses. With this new
knowledge, nurses can begin to expand their role in delivering comprehensive cancer care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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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지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및 복제 동물

에 이어 인간 복제까지 가능해진 생명과학의 발달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질병에 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건강 및

질병관리를 혁신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1) 특

히 인간지놈프로젝트는 인간의 모든 유전정보를 해독하여 질병

관련 유전자를 비롯한 유용유전자의 서열을 밝히고 있으며, 유

전자검사는 질병의 진단 및 예측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

여하면서 의료 보건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2) 특

히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은 유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기원에 따라 크게 산발성 종양(sporadic cancer),

가족성 종양(familial cancer), 유전성 종양(hereditary can-

cer)으로 나눌 수 있다.3) 이 중 유전성 종양은 최근 유전학의 발

달로 인하여 유전성 종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많이 밝혀

지고, 이에 따라 이러한 종양의 예방, 선별검사 및 치료 등 모든

임상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시작했다.3) 

유전성 종양은 전체 종양의 약 5-10%를 차지하며, 표적으

로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장암, 흑색종, 갑상선암, 신

장암, 망막모세포종(retinoblastoma) 등의 종양이 관련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4) 이 중 유방암, 난소암은 부인암의 표적인 유

전성 종양으로, BRCA1과 BRCA2가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

된 유전적 요인으로 유방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지

면서4)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96년 유전성 유방난소 돌

J Korean Oncol Nurs Vol.10 No.2,  240-246,  Aug,  2010

주요어 : 종양유전상담, 간호 교육, 종양유전지식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2-E00146).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ung Ae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72  Fax: 82-2-824-7961  
E-mail: poo0314@empal.com

투사고사일 : 2010년 6월 25일 심사의뢰일 : 2010년 6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2일



연변이 검사(BRCA1/2)가 상업화되기 시작하 고, 우리나라는

2005년 9월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로 인정받게 되어, 유

방암 관련 유전자 검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5)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 치료가 실용화 단계에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개인 유전

자 정보의 유출 및 무분별한 상업화의 우려와 윤리적, 법적, 제

도적, 사회적 현안들이 두되고 있다.2) 또한 유전상담사와 같

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다. 

외국에서는유전상담을제공하는전문가로의사, 자격인정을

받은 유전상담사(certified genetic counselor, CGC), 유전전

문 간호사(advanced nurse practitioner in genetics, APNG),

사회사업가 및 유전학 관련자들이 있다.1) 이 중 일선 의료기관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유전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 유전정보

를 제공하고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가족과 환자를 발견하여 검

사를 수행하고 유전상담 및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해야할 중요한 전문 인력이다.6)

최근에는 방법적으로 불가능했었던 종양진단과 종양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종양환자 요구에 맞는 유전상담서비스 실무와

유전상담 전문가교육에 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종양 전문 간호사는 건강전달 현장의 최일선에 종사하면서 종

양유전 상담 과정과 유전자 검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상자의

상담 과정 중 겪게 될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합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적절한 관련 의료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는 종양 유전전문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

추어야 하는 시 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Kim 등4)은 한국유

방암학회와 협동하여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의 진료현황에

한 연구를 외과전공의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전상담사로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환자에게 전문적인

유전상담이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고 하 다.

유전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한 미국의 경우 간호학 지도

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유전학 관련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유전전문 간호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으

나 일선 간호사들이 유전학에 한 기초가 충분하지 않다는 오

해를 받을 정도로 유전 전문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7,8) Bilgin 등9)의

연구에서는 학사 커리큘럼에 유전학을 개설하여 유전학에

한 지식을 정립함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들을 상으로 조사

한 결과 유전과 유전교육에 한 지식정도에 해 매우 부족하

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93%가 유전질환과 유전상담에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협

동과제로 선정된‘한국형 유방, 난소 종양 유전 상담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과제가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 및

임상적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1) Choi 등10)은 국내 실정에 맞

는 국내 종양 유전상담 간호사를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 고, 본 연구 역시 개발한 단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한국형 유방난소종양 유전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하 다. Kim6)은 희귀

및 유전질환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위해 유전질환자 상담

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임상에서 시급함을 인지하고 교

육 콘텐츠를 개발하 고, Choi 등11,12)은 각각 간호사와 의사를

상으로 유전성 유방암에 한 지식정도를 조사하 다. 또한

Gu13)는 유전자 검사를 받은 고위험 유전성 유방암환자들의 유

전성 유방난소암에 관한 지식정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유전지식 정도는

임상 의사들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유전검사를 받은 고위

험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지식 점수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고하

다. 이것은 간호사에게 유전지식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에게 종양유전상담

프로그램을 임상에서 운 할 종양유전간호사 양성을 위해 Choi

등5)이 개발한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유전지식향

상에 한 효과를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후 간호사들의 종양유

전 관련 지식의 변화를 확인한다.

둘째,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참여간호사들의 교육

만족도를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이란 Choi 등10)이 개발

한 단기 종양유전상담 간호프로그램으로 종양 유전 위험 사정

과 유전상담 및 유전학 지식을 중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이루어

진 전문 종양유전교육프로그램이다.

2) 종양유전 지식도

본 연구의 종양유전 관련 지식도란 유전성 유방난소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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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종양유전지식 평가 점수를 의미한다. 

(1) 유전성 유방난소암 지식도(The Hereditary Breast and

Ovarian Cancer, HBOC)

유전성 유방난소암에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는 Erblich 등14)이 개발한 유방난소암과 관련된 유전 상담 지식

설문지와 Ondrusek 등15)의 유방암과 유전성에 한 지식측정

도구를 토 로 Choi 등11)이 수정 보완한 15문항으로 구성된 설

문지 점수 합을 말한다.

(2) 종양유전 지식 평가 점수(The Knowledge about the

Cancer Genetics, KCG)

유전학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종양간

호협회(Oncology Nursing Society, ONS)16)에서 종양유전 단

기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종양 유전 지식 평가 도구로서, 20문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점수합을 말한다.

(3) 교육만족도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에 한 교육 상자들의 만족도를 말

하며, 연구에서는 미국 ONS16)에서 종양유전간호사 단기 교육과

정에서사용하는강의평가도구로측정한점수합을말한다. 

4. 연구 가설

첫째,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자는 유전성 유

방난소암 지식도(HBOC)에 한 지식점수가 교육 참여 전보다

교육 참여 후에 증가할 것이다.

둘째,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자는 종양유전

지식 평가 점수(KCG)가 교육 참여 전보다 교육 참여 후에 증가

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상으로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로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preexperimental design)이다(Fig. 1).

2. 연구 상자

2006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에 등

록한 간호사로서 본 교육프로그램을 자원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양병동 혹은 유방암 전문병원의근무경험자

둘째, 종양간호 관련 강의나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요원

셋째, 국내 간호 학소재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생

본 교육과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국 간호 학과 종합병

원 간호부에 협조문을 보내어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최종 연구 상자는 35명이었으며, 중도탈락이나 자료

불충분의 이유로 탈락된 상자는 없었다. 자료 수집은 최종 선

정된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

서를받은후일반적특성과사전종양유전지식도(HBOC, KCG)

를 조사하 다. 이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후 종양유전지

식도와 교육 프로그램강의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3. 연구 도구

1) 유전성 유방난소암 지식도(HBOC)

본 연구에 사용한 유전성 유방난소암에 한 지식 측정 도구

는 Erblich 등14)이 개발한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상담 지식 설문

지와 Ondrusek 등15)이 유방암과 유전성에 한 지식측정도구

를 토 로 Choi 등11)이 수정 보완한 15문항의 자가 보고형 설문

지이다. 각 문항에 해‘예’, ‘아니요’, ‘모른다’로 직접 응답

하도록 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올바르게 응답한 문항을 1점, 틀

리거나‘모른다’고 응답한 문항을 0점 처리하 다. 총 지식정

도의 평균평점의 범위는 0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

식정도가높은 것을 말한다.

2) 종양유전 지식 평가 도구(KCG)

본 연구에 사용한 유전학에 관한 지식 정도 측정 도구는 미

국 ONS16)의 종양유전 단기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유전학에

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 전 평가도구와 교육

후 평가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전과 후의 평가 기간이 1주

로 짧기 때문에, 교육 전과 후의 평가도구를 다르게 작성하

다. 각각의 평가도구는 5지 선다형으로, 총 20문항으로 올바르

게 응답한 문항을 1점, 틀린 경우에 0점 처리하여 총점을 구하

다. 총 지식정도의 평균평점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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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Measurement
HBOC & KCG

Intervention

Provide the 
cancer genetic

education 
program

Post-test

Measurement
HBOC & KCG

Fig. 1. Research Design. HBOC, The Hereditary Breast and Ovar-
ian Cancer; KCG, The Knowledge about the Cancer Genetics.



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3)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교육프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ONS16)

에서 종양유전간호사 단기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강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 다. 강의 평가도구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 교

육의 주제, 강사, 시설, 교육의 난이도 등에 한 만족도를 묻는

11문항과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한 평가항목으로 1문항이 추

가되어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를 묻는 첫 11문항은

4점 척도로서, 최저 11점에서 최고 44점의 분포를 보이며, 마

지막 12번 문항은 3점척도로 측정하 다. 점수의 합이 클수록

만족도가높은 것을 말한다.

4.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

제협동과제의 일환으로 Choi 등10)이 개발한 단기 종양유전상담

간호프로그램을 적용하 다. 1주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교

육의 목표는 유전학 지식을 적용하여 종양유전 간호 분야에서

간호사의 실무와 교육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

의 구성은 종양 유전학 지식, 간호이론, 환자요구를 기본틀로

하고 이 3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 다.

S시에서 2006년 6월 8일에서 14일까지 1일 8시간씩 총 48시

간의 출석수업과 3시간의 사이버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

로그램의 강사진은 미국 종양유전상담 연수과정을 이수한 국

내 간호학과 교수, 유전상담 경력을 지닌 미국 간호학 교수, 일

반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 생물학 교수, 임상유전검사실 연

구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를 이용하 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전후의 지

식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paired t-test를사용하여분석하 다.

셋째, 교육에 한 만족도 분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는 총 35명으로 평균 연령은 38.4

±8.18세이었으며, 22명(62.9%)의 상자가 종합병원 근무자

고, 석사학위 소지자가 15명(42.9%),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가 12명(34.3%), 박사학위 소지자가 8명(22.9%)이었다. 임상

경력은 평균 111.3±81.79개월이었으며, 18명(51.4%)의 연구

상자는 암질환자가 입원하는 병동 근무자 다. 종양간호에

해 22명(62.9%)이 종양환자 간호에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양유전 간호 경험은 단지 2명(5.7%)만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1명(2.9%)만이 종양유전에 한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다고 하 다(Table 1). 

2. 가설검증

1) 제1가설

“종양유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 상자는유전성유방난소

암지식도(HBOC)에 한지식점수가교육참여후에증가할것

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지식점수는 12.2±2.23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후 지식점수는 13.6±1.76점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므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t=-3.253,

p=.003)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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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Workplace General hospital 22 (62.9)
Hospital 2 (5.7)
Others 11 (31.4)

Major patients’ diagnosis of Cancer 18 (51.4)
workplace Non cancer 17 (48.6)

Experience of cancer care Yes 22 (62.9)
None 13 (37.1)

Experience of cancer genetics Yes 2 (5.7)
None 33 (94.3)

Continuous education of Yes 1 (2.9)
cancer genetics None 34 (97.1)

Education level Bachelor 12 (34.3)
Master 15 (42.9)
Doctor 8 (22.9)

Age (yr)* 38.4±8.18
Nurse’s tenure (months)* 111.3±81.79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

*Mean±SD.

Pre (M±SD) Post (M±SD) t p

The hereditary breast and 12.2±2.23 13.6±1.76 -3.253 .003
ovarian cancer (HBOC)

The knowledge about the 11.3±3.44 16.2±1.94 -6.920 .000
cancer genetics (KCG)

Table 2. The change of the HBOC and KCG after education pro-
gram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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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가설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자는 종양유전지식도

(KCG)에 한 지식점수가 교육 참여 후에 증가할 것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지식점수는 11.3±3.44점에서 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 후 지식점수는 16.2±1.94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므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t=-6.920, p=.000)

(Table 2).

3.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에 한 만족도

만족도에 한 설문조사는 35명의 상자 전원 응답하 으

며,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총점은 44점 만점에 42.3±3.97점

으로 매우 높았다(Table 3). 본 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목표에

한 성취 정도,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룬 강의주제들에 한 내

용, 교수진의 강의 효율성, 본 교육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적합

성, 장소, 시설, 강의전략,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한 평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본 교육프로그램 교수진의 강

의 효율성에 한 항목으로 평균 점수는 3.97±0.17점으로 나

타났고 뒤를 이어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각 주제들의

내용에 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3.94±0.23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 다. 이에 비해 장소 및 시설에 한 만족도

가 평균 점수 3.71±0.45점, 3.69±0.46점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 다. 추가적으로 조사한 전반적인 교육내

용의 난이도 정도는 32명(91.4%)이 적절하 다고 평가하 으

나, 너무 어렵다고 2명(5.7%)이 응답하 고 이에 반해 너무 기

초적이라는 응답(1명, 2.9%)도 있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 간호사의 유전지

식에 한 효과를 보고자 시도하 다. 유전성 유방난소암 지식

도(HBOC)에 한 지식정도를 살펴보면 종양유전교육 프로그

램을 적용하기 전 지식 정도는 평균 12.2±2.23점을 보여 81%

의 정답률을 나타냈고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13.6±1.76점으

로 91%의 정답률을 보 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인 HBOC를

사용하여 Choi 등11)은 국내 간호사의 유전성유방암에 한 지

식도를 조사하 는데 평균 10.4점으로 69%의 정답률을 보

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임상의사의 유전성 유방암에

한 지식도를 조사한 Choi 등12)의 연구에서는 평균 11.9점으로

80%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Kim 등4)은 실제 유방암의 수술

및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유방암학회 회

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과의 43명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질문지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전성유방암에 한

지식도를 측정한 결과 16점 만점에 평균 14.8점으로 93%의 정

답률을 나타냈다.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한 결과 사전

지식도는 일반간호사보다 높고 임상의와는 비슷한 수준의 지

식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과의 보다는 낮은 지식도를 나타냈

다. 그러나 교육 후 정답률은 91%로 이미 학부과정에서 유전학

에 한 지식을 쌓고 지속적으로 종양환자를 진료한 외과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식도를 나타냈으므로 본 교육 프로그램

이 효과적이었다고할 수 있다. 

환자를 상으로 HBOC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지식도

를 측정한 Gu13)의 연구와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i

등5)의 연구를 살펴보면 Gu13)은 실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들을 상으로 유전성유방암 위험도에 따라 유전성유방암에

한 지식도를 조사하 는데, 일반군은 11.6점 54%의 정답률,

음성군은 15.9점으로 72%의 정답률, 양성군은 16.7점으로 76%

의 정답률을 보 는데 이 결과를 통해 BRCA1/2가 양성인 환

자들의 경우 유전성 유방난소암에 해 간호사와 비슷한 높은

Items Range M±SD

1. Achievement the goal of this program the goal of this activity. 1-4 3.91±0.28
2. Achievement the specific goal of this program: components, structure, and forms of DNA. 1-4 3.94±0.23
3. Achievement the specific goal of this program: protein synthesis. 1-4 3.80±0.47
4. Achievement the specific goal of this program: mutations in oncogenes and mutations in suppressor genes. 1-4 3.86±0.35
5.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each presenter. 1-4 3.97±0.17
6.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program. 1-4 3.77±0.42
7. Appropriateness of the overall aspects of the program. 1-4 3.85±0.35
8. Location. 1-4 3.71±0.45
9. Facilities. 1-4 3.69±0.46

10. Teaching Strategies. 1-4 3.86±0.47
11. Overall opinion of the program. 1-4 3.89±0.32

Sum 42.3±3.97

Table 3. The score of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N=35)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RCA1/2

검사를 받기 전 환자들이 사전설명을 들을 때 유전성 유방암에

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Choi 등5)은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BRCA1/2 검사를 받은 20

명을 상으로 본 도구와 동일한 HBOC로 유전상담효과를 분

석하 는데, 이때 사전지식 점수는 7.5점으로 50%의 낮은 정

답률을 보 으나 사후지식 점수는 11.6점으로 77%의 정답률을

보여 유전상담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하

다. 

본 연구에서 종양유전 지식도(KCG) 점수는 종양유전교육 프

로그램을 상자에게 적용하기 전 지식점수는 사전 평균 11.3

±3.44점으로 57%의 낮은 정답률을 보 는데 사후 평균점수

는 16.2±1.94점으로 81%의 정답률을 보여 크게 증가하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사전에 조사한 종양유전

지식은 57%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 다. 이는 우리나라 간호

학과의 학사과정에서 유전학에 한 교과과정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현재 유전상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은 중앙 학교 간호학과 학부과정과 경북 학교 간호 학

박사과정, 경희 간호과학 학 석∙박사 공동선택과정 등에

서 유전상담에 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유전학에 한 교

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Lashley17)은 유전학이 간호교육에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임상실무현장에서 구

체화된 유전학 교육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 고 George18)

는 유전자에 한 지식은 조기 암 예방과 발견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전학에 한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Kim 등19)은 전문유전상담사의 교

육 프로그램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교과과정

에 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분야별로 세분화된 보다 전문적인

유전상담사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상

자들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15명(42.9%)이고 박사학위 소지자

도 8명(22.9%)으로 매우 고학력자이지만 유전학에 한 교육

을 받았다고 응답한 상자는 1명(2.9%)으로 유전학에 한 과

목의 개설과 기존 임상 간호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

발로 유전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lazer 등20)은 임상전문가집단 유전상담사, 간호사, 의사를

상으로 종양유전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후 종양유전학

에 한 지식정도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결과 지식 점수가 평

균 22.6% (p<.001), 자기효능감은 76%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비록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종양유전 지식

에 한 점수가 평균 25% (p=.000)의 의미 있는 증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Carroll 등21)은 간호사, 조산사, 가정의들에

게 유전교육을 제공하고 유전학에 한 태도, 지식, 확신을 조

사한 결과 지식정도(p=.001)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유전

질환의 위험을 사정하는 것(p=.003), 유전검사를 위한 산전검

사 선택(p=.34)의 능력에 한 확신에서 또한 유의한 증가를

보 다고 하 다. Masny 등22)은 164명의 종양간호사에게 가족

성종양위험 사정과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 후로 지식을

측정하 는데 지식점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

고 훈련을 받은 후에 가족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한 것과

유전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

여 교육프로그램의유용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총점 평균 42.3±3.97점의 매우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

다. 이와 같이 본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도 향상뿐만 아니라 높

은 교육 만족도를 보인 것은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중 일부에

해 학술진흥재단의 재정적 보조가 있었고, 우수한 강사진과

컴퓨터 실습, 온라인 토론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 기 때

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상 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교육장소

와 시설에 한 부분과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한 난이도 부분

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를 상으로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한 후 지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

후 원시실험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preexperi-

mental design)이다. 연구 상은 본 프로그램을 수강한 상

자 총 35명으로, 교육이 시행되기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교

육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 으며 자료 분석은 SPSS PC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이 유전성 유방암에 한 지식

(HBOC)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사전 조사에서 지식점수는 12.2

±2.23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후 지식점수는 13.6±

1.7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t=-3.253, p=.003) 종양유전

교육 프로그램이 유전성 유방암에 한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이 종양유전지식도(KCG)에 미

치는 효과를 보면 사전조사에서 지식점수는 11.3±3.44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후 지식점수는 16.2±1.94점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여(t=-6.920, p=.000)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이

종양유전지식을증가시키는데효과적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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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지식

을 증가시켰으나 좀 더 많은 표본 수와 통제군을 설정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간호사를 상으로 한

종양유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후 효과를 본 연구로 지속적으

로 운 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종양유전 교육프

로그램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셋째, 본 교육과정은 단기 종양유전 교육프로그램으로 종양

유전 전문 간호 인력의 배출을 위해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유전

학과 유전상담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임상에서 유전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의 실질적

인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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