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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80% 정도에서 잦은 배변, 긴박감, 변실금 

등의 배변습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은 수술 전 후의 방사선 치료, 문합부의 위치, 일시적 장루 

조성 여부에 따라 증상에 차이를 보인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회

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위 전

방절제 증후군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1단계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를 조사하고, 2단계에서 최종 교육 자료를 개발 후 3단계에

서 최종 교육 자료의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 하였으며 구체적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을 통해 교육 내용 주제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요

구 설문지를 이용하여 Y대학 병원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

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시행하였다. 4점 만점에 3점 이상인 교육 요구 

항목은 ‘직장의 기능’,‘회장루 복원술’,‘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배변습관의 변화’‘항문 통증의 관리’,‘골반저 근육운동’,‘식이 관

리’의 7개 항목이며 이 항목에 대한 6명의 전문가 타당도 CVI의 평균은 

0.94였고, 각 항목별 CVI는 0.83-1.00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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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된 교육 항목에 대해 문헌 및 웹사이트를 토대로 예비 교육 자료를 작

성 후 전문가 10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평가받았다. 평가된 내용 타당도의 

평균 CVI는 0.90점, 각 항목별 CVI는 0.80-1.00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 

합의를 이뤘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수정 및 

보완한 예비 교육 자료는  환자 5명에게 내용 이해도를 평가 받았으며 4점 

만점에 평균 3.69점을 얻었다. 또한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밑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한 최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3. 개발된 최종 교육 자료를 2018년 6월 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소재 Y대학병

원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 17명에게 제공한 후 PEMAT-P를 

이용하여 이해도 및 실행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이해도 99.07%, 실행도 

91.43%로 높게 평가되었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관

리하기 위해 개발된 본 교육 자료는 환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실용적이고 효과

적인 자료이며, 교육 자료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 타당도를 거친 검증된 교육 

자료이다. 개발된 교육 자료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에 대한 정보 및 관리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가 효과적인 자가 관

리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핵심 되는 말: 직장암, 회장루 복원술,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증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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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 암 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암환자의 수는 

217,057명이며 그 중 직장암은 11,700건으로 전체 암의 5.4%, 전체 대장암의 

30% 정도이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6). 직장암은 종양의 

조직 침투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항암요

법, 방사선요법 등이 있다. 직장암의 근본 치료법은 수술로써 1908년부터 마

일스씨가 처음 고안한 복회음 절제술 및 인공항문 형성술이 직장암의 표준술

식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80년대부터 중 ․ 하부 직장암에 대한 수술방법의 

선택이 복회음 절제술에서 저위 전방 절제술과 같은 항문 괄약근 보존술로 전

환되어져 왔다(Kim, 2006). 이는 수술 전 항암 방사선요법으로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대장항문 문합 술기의 발달과 종양의 원위부 절제연의 길

이가 2cm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와 원위부 절제연의 길이가 5cm 이상 남아있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국소 재발율의 차이가 없다고 밝혀진 연구 결과와(Kim 

et al., 2009; Konaz et al., 2013) 연관이 있다. 

  National Bowel Cancer Audit (NBOCAP, 2009)에 따르면 2008 ․ 2009년에 직

장암을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 중 65% 가 저위 전방절제술을 받았고, 이중 

30~80% 가 일시적인 장루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암으로 직장 절제를 

하며 예방적 회장루를 형성한 환자 중 87%가 회장루 복원술을 받는다고 보고

하였다(Abegg et al., 2014). 저위 전방절제술을 받은 80% 정도의 환자에게 

수술 후 배변 관련 기능이 변화되는 저위 전방절제증후군(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이 발생한다(Martellucc, 2016). 이는 괄약근 보존술을 

받은 직장암환자가 겪게 되는 배변 긴박감, 잦은 배변, 변실금에 이르기까지 

배변습관의 변화 및 광범위한 증상을 말한다(Bryant et al., 2012). 대장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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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합술을 받고 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배변습관 변화를 확인한 연

구를 보면 수술 후 느끼는 불편감은 대변 빈도증가(79.4%), 긴박변(58.8%), 

설사(47.1%) 및 대변실금(50%)이었으며 모든 증상은 1년 뒤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고 보고하였다(Siassi et al., 2008). 

  직장절제 후 겪는 이러한 배변 습관의 변화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복 후에도 수술 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기능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어 진

다(이은과 김금순, 2014; Kakodkar, Gupta, & Nundy, 2006). 대부분의 직장암 

환자는 암에 대한 불안과 수술 범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배변기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aldottir et 

al., 2014). 이처럼 저위 전방절제증후군은 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

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 김금순, 2014; Vironen, Kairaluoma, 

Aalto & Kellokumpu, 2006).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배변기능 변화는 일정하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조건에 따라 그 정도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수술 방법의 차이, 

원인 질환의 위치와 상태, 수술 전후의 방사선, 항암제 보조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수술 방법에서 문합부의 위치는 배변기능에 밀접한 연관

이 있다(Bryant et al., 2012). 정현주(2014)의 연구에서 항문 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배변습관 변화 중 빈변, 변실금은 일시적 장루 조성 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은과 김금순(2014)의 연구에서도 항문연에서 종양

까지의 거리, 일시적 장루보유 경험이 저위 전방절제증후군과 삶의 질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회장루 

복원을 받은 환자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암 환자와 관련된 국내 간호연구는 장루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가 대부분이며 항문 보존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배변기능과 삶의 질과의 관

계를 보는 연구(권헌준, 2013; 김정랑, 2015; 정현주, 2014)는 있었지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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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에 대한 환자 교육 

및 추후 관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저

위 전방절제 증후군과 관련한 경항문 세척, 신경자극술, biofeedback 등의 치

료와 관련된 의학 연구(Liu et al., 2011; Martellucci 2016), 직장 절제 후 

배변습관의 증상경험, 교육 요구도를 본 간호연구 및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관계를 본 간호연구(Nikoletti et al., 2008; 

Talor et al., 2013; Xiaobin et al., 2013)는 있었지만 회장루 복원술을 받

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 관리를 위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저위 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을 받은 환자는 입원기간과 외래에서 지

속적으로 장루형성과 관련된 신체상의 변화 및 장루와 관련된 교육 및 관리를 

받지만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과 관련된 사정 및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는 미미한 실정이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는 입

원기간이 짧고, 수술 후 장운동의 회복이 소장이 12~24시간 후, 대장이 3~5일 

후 회복되는 것(zalon 2004)과 관련하여 빈변, 변누출, 변실금 등의 저위 전

방절제 증후군이 입원기간 보다는 퇴원 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에서 사

정이나 중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저위 전방절제 증

후군은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들에게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식이교육, 생활 습관 개선, 골반근육 운동 등의 증상관리를 위

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환자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환자 교육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간

호나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정말례 등, 2005)으로 간호 정보제공

을 통한 환자 교육은 여러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가 간호이행을 높이는데 효

과가 있다는(구미옥, 1996; 박미정, 2007; 엄순자, 1998; 정영선, 2002; 조연

실, 2004; Ruth et al., 1999)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교육 요구

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환자나 가족의 교육 요구에 대하여 환자, 가족과 

의료인이 지각하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간호의 내용에



- 4 -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김조자 등, 1989; Johnson et al., 2000) 교

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과 관련한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증상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수술 후 환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적응을 돕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

하고 이를 기초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교

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저위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의 교육 요구

를 파악한다.

2)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저위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 적용 후 교육 자료의 이해도 및 실행도를 확인한

다.

3. 용어의 정의

(1) 회장루 복원술

  이론적 정의: 장루는 외과수술에 의해 생긴 장출구로 변을 내보내기 위한 우

회로로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복벽 밖으로 빼내어 피부와 함께 봉합한 것으로 

회장루는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으로 만든 장루이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7). 

회장루 복원술은 회장루를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의미한다(김대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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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저위전방절제술 및 일시적 

회장루 형성술 후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2) 교육 자료

  이론적 정의: 피교육자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교육학 용어사전, 1995)을 뜻한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의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받은 리플렛으

로 개발된 교육 자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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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

자에게 저위전방 절제증후군 증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문헌에서 제시하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효

과적으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관리에 적절한 교육 자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회장루 복원술과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직장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치적 절제를 통해 국소, 

전신 재발 없이 장기 생존을 이루고 항문괄약근 보존을 통해 배변기능을 유지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김남규, 2008). 직장암의 수술법인 저위 전방

절제술(low anterior resection)은 직장을 절제하고 결장과 하부직장을 연결

하는 방법으로 현재 직장암 치료의 표준 수술방법으로 종양의 위치 등 괄약근 

보존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다(Cancer  

Research UK, 2011). 

  저위 전방절제술에는 문합부위를 보호하는 목적의 일시적인 장루 형성이 포

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시적인 장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종양의 위치, 직접적인 국소 확산의 정도 및 수술 전 항암 

방사선치료 여부 이다(Pappalardo et al., 2007). Dutch Surgical Colorectal 

Audit(DSCA, 2011)에 따르면 직장과 대장 수술 모두에서 일시적 장루 조성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19%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회장루 조성 

및 복원 수술은 수술방법이 비교적 쉽고 5% 미만의 낮은 합병증 발생을 보이

며 효율적으로 대변을 우회시켜 문합부위를 보호할 수 있다(Ph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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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괄약근 보존술의 표준 수술방법인 저위 전방절제술은 영구 장루를 피

할 수 있어 신체상 및 정서면에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나 배변기능 장애라

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환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yant et al., 

2012).  

  이러한 배변기능의 장애를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이라 부르는데 이는 직장을 

절제하고 나서 잦은 배변, 급박감, 잔변감, 변 누출, 변실금 등의 증상이 중

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한 두 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의 소량 배변

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배변 급박감을 갖게 되는 증상을 가리킨다(이은과 김금

순, 2014).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구체적 생리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저

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 중 잦은 배변은 S상 결장 절제에 따른 운동력 감

소와 이로 인한 결장통과시간 감소, 직장 용적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변실금은 자율신경계 손상, 자동 문합기 삽입에 의한 괄약근 손상, 신

생직장(neorectum)인 문합부위 결장의 용적과 탄력성 부족에 기인하며 긴박성

은 결장통과시간 감소, 직장 용적의 감소와 자율 신경계 손상 등의  원인이 

기인된다고 추정하고 있다(Matsushita, 1997).

  문합부의 위치가 높을수록, 즉 항문연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수술 후의 배변

기능이 양호한데 이는 직장 절제 후 잔여직장의 유무, 잔여길이와 연관이 있

을 것으로 추정 되며 항문연과 문합부위가 가까울수록 배변횟수가 늘어나고, 

변실금 발생이 증가하고 대변과 가스에 대한 구별력이 저하된다(Ziv et al., 

2013). 회장루 형성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문합부위가 항문연과 가깝고, 항암

방사선 요법을 받은 경우가 많아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이후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전 방사선 조사는 정상조직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항문-직장의 배변기능에 심각한 영

향을 주게 되고(원상림 et al., 2005), 일시적 장루경험, 방사선치료 받은 경

험이 있는 경우 배변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헌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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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회장루를 가지고 있던 환자들은 수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 요법의 

유무에 따라 3~7개월 이후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전과 같은 배변 증상 및 삶의 질을 기대하지만(김대동, 2008) 

어떤 경우에는 배변기능의 변화가 남아있으며 종종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Siassi et al. 2008). 저위 전방절제술을 받고 변실금 등의 배변장애로 

실망과 좌절, 수치심을 경험하고, 배변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복

회음 절제술로 영구 장루를 만든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Allal et al., 2000).

  이렇듯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

군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

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가 관리 

및 증상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2.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증상 관리와 환자 교육 자료 개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병인은 문합과정에서의 괄약근 손상, 항문의 생리

학적 변화, 외음부 신경병증의 발병 및 문합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요법등의 다양한 병인을 보인다(Ziv et al.,  2013).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

는 환자들은 외출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가

능성이라고 하였으며(Landers et al., 2011), 식이 종류에 따라 긴박변이 나

타나기 때문에 외식을 하려면 화장실을 찾아 놓고 식사를 해야 안심이 되고 

그로 인해 외식을 꺼리게 된다고 하였다(Knowles et al., 2013). Nikoletti 

등(2008)의 연구에서 항문 보존술을 시행 후 배변습관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94%에서 스스로 식사를 조절하고 있고, 90%이상에서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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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이조절을 위해 고 섬유식이와 저지방식이를 섭취하는 한다고 하였으며 

고 섬유식이는 변실금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잦은 

배변 또는 무른 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땅콩이나 

과일껍질에 포함된 불용성 식이섬유,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Taylor et al., 2013). Donna외(2014)의 연구에서 

식이섬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삶의 질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변실

금의 빈도를 낮춰 준다고 하였으며 ASPEN(2017)에서 수용성 섬유질은 나트륨

과 물을 재흡수하여 설사 조절을 하며 변실금 증상시 섬유소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증상과 관련하여 잦은 대변 및 변실금으로 인해 항문 

통증이 유발되는데 Fargo외(2012)의 연구에서 변실금의 증상 관리를 위해 고 

섬유식이, 좌욕 등을 추천하였으며 항문 통증 관리를 위해 좌욕, 국소마취제, 

변완화제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좌욕은 항문 주변 통증을 경감시키

고, 상처치유를 증진시켜 직장 수술 후 섬유소 치료와 함께 비수술적인 방법

으로 제안되며 좌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48.8도가 넘지 않는 따뜻한 물에 엉

덩이를 담구고 10~20분 동안 지속하는 것이다(Abbas et al., 2005).

  장루 복원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골반 저 근육 운동으로 인한 변실금 완화

와 삶의 질을 비교하였을 때 12~29개월 동안 하루 3~4번의 골반 저 근육 운동

을 시행한 환자 군에서 골반 저 근육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군보다 평균 

배변횟수가 3회 적었으며 변 실금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적었고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11). Kim(2011)

등이 저위 전방절제 수술을 받고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 골반 저 근육 운동을 한 군에서 변실금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현재 저위전방 절제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증상관

리가 우선되어 지며,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로페라마이드 등의 약물 치료 및 

식이 관리와 같이 경험적 치료를 하고 있다(Bryant et al., 2012). 따라서 회

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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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항문통증 관리, 식이 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등을 교육 할 필요성

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간호에서의 정보제공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나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상자의 지식수준

을 높이고 자기 건강관리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건강행위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고 간호사와 환자의 인간적인 관계를 향상시켜 심리적 간호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배희옥 등,2001). 또한 정보 제공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

상자의 교육 요구도에 맞게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정말례 등, 2005). 

  정보제공의 한 방법인 환자 교육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일차적으로 관련된 건강 지식과 질병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자기관리의 동기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한다(김명순등,1998; 임혜선, 2004; 박미정, 2007).

  병원에서 환자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엄선옥(2005)은 고

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교육군에서 행동의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혜숙(2009)이 혈액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의료인의 개별상담이나 전화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항암요법을 받는 암환자에게 자가 간호 지식, 자기 효능감, 

자가 간호 수행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연구에서 환

자 교육은 자가 간호 수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대상자가 무엇을, 얼마

나 알기 원하는지 우선 대상자의 요구 조사를 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김연희, 

1998). 교육 요구도는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지각의 차이는 불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박정하, 2000). 따라서 

교육을 제공받는 사람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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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암으로 괄약근 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요구를 파악한 NiKoletti 등

(2008)의 연구에 따르면 배변습관의 변화, 식이관리, 통증, 약물관리에 따른 

일상생활 관리 등의 항목에 교육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ders등

(2011)의 연구에서도 직장암으로 괄약근 보존술 받은 환자는 배변습관의 변화

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있으며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식이 관리, 약물관리, 

통증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biofeedback등의 보완요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

였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요구를 가지고 있어 이 대상자들에게 교육 요구도를 바탕으

로 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들의 삶의 질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에 대하

여 환자가 요구하는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위 전방절제 증후

군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식이교육, 생활 습관 개선, 골반근육 운동 등의 

정보를 포함한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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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관리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수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

기 위해 환자의 교육 요구도 조사 및 교육항목을 선택하는 1단계, 회장루 복

원수술 후 최종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2단계, 교육 자료의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하는 3단계로 수행되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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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 자료 개발 과정

PEMAT-P: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Printab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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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수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가. 문헌고찰을 통한 교육 요구도 항목 작성

  문헌고찰을 통하여 직장암을 진단받고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에게 필요

한 교육 내용을 확인하였다. 자료 검색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

까지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정보 서비스(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

서관에서‘직장암’,‘회장루 복원술’,‘저위 전방절제술’,‘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증상 관리’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국외 논문은 Pubmed, Google scholar, CINAHL, Embase에서 ‘ileostomy 

reversal’,‘low anterior resection’,‘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education’, ‘management’를 사용하였고, 연산자 활용이 가

능한 경우‘ileostomy reversal’OR‘low anterior resection’,‘ileostomy 

reversal  AND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ileostomy reversal 

AND education’,‘ileostomy reversal AND management’등의 검색식을 사용

하였다. Key word는 ‘rectal cancer’,‘ileostomy reversal’,‘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symptom management’로 검색하였다.

 

나.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회장루 복원술 후 교육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Y 대학병원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대장항문외과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에 관

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구체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선정 기준

 - 직장암 외 다른 암을 동반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퇴원 후 첫 외래에 방문한 자

 - 의사소통 및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직접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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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제외 기준

 -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복강내 감염,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이 진단된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재수술을 받은 자

  연구 목적에 맞는 환자 2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시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교육요구 설문 항목을 이용하였다.

다. 교육요구도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환자의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정리된 교육 요구도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Y 대학병원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 2명, 석사 이상의 대장

항문외과 병동 관리자 2명, 석사 이상의 대장항문외과 병동간호사 2명, 총 6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를 받았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Lynn(1986)의 CVI(Content Validity Index)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지 형식의 평가지를 배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표기 한다. 1점(전혀 타당하지 않다), 2점(타당하지 

않다), 3점(타당하다), 4점(매우 타당하다)로 구성된 설문지의 항목에 표기 

후 CVI값이 0.80점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2) 2단계: 최종 교육자료 개발

가. 예비 교육자료 내용 개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검증된 요구도 항목을 바탕으로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내용을 개발하였다.

나.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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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요구도 전문가 타당도를 받은 

전문가 6인과 대장항문외과 병동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4명, 총 10명의 전

문가에게 평가를 받았다.

다.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 이해도에 대한 환자 평가

  서울 Y 대학병원에서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수술을 받고 퇴원 전 환자 5명

에게 예비교육 자료의 이해도를 분석하며 구체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선정 기준

 - 직장암 외 다른 암을 동반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자

 - 의사소통 및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직접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② 대상자 제외 기준

 -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복강내 감염,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이 진단된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재수술을 받은 자

  연구 목적에 맞는 환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교육 자료에 포함된 항

목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표기하여 교육 내용 이

해도를 확인하였다.

라. 최종 교육자료 개발

  환자의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리플렛 형식의 최종 교육 자

료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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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를 위해 서울 Y 대학병원에서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수술을 받고 퇴원 전 환자 17명에게 교육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를 시행하며 구체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선정 기준

 - 직장암 외 다른 암을 동반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환자

 - 의사소통 및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직접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② 대상자 제외 기준

 -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복강내 감염,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이 진단된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재수술을 받은 자

 

  연구 목적에 맞는 17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고 면담을 진행

하며 퇴원 전 환자 병실에서 교육 자료를 제공 후 30분간 교육 자료를 이용하

여 개별 교육을 하였다. 특히 골반저 근육 운동항목은 환자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고 환자가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교육 이후 교육자료 

적합도 평가를 시행 하였다. 

  PEMAT은 환자 교육 및 건강 교육 자료를 통해 대상자가 실제로 행위를 실행

하는 것이 용이한가에 초점을 두고, 교육 자료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

발된 도구로(Shoemak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현경외(2016)가 한국어로 번역한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Printable Materials (PEMAT-P)을 이용하였다. PEMAT-P

는 내용, 단어선택, 디자인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19문항과,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한 실행도를 평가하기 위한 7문항 대해 동의하는 경우는 1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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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고 대상자의 점수/가능한 총점 × 100의 공

식을 통하여 대상자의 이해도와 실행도가 산출되며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

장암 환자 17명에게 교육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를 시행하였다.

3.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행하였고 연구 진행을 위

해 서울 소재 Y대학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병원 간호국

에 사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외래 간호팀과 대장

항문외과 임상과에서 자료수집 승인을 받았다. 

  1단계 교육 요구 조사는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첫 외래에 방문

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면담은 외래 진료 전 대기시간에 대장

항문외과 외래 치료실에서 시행하며 환자가 설문지 응답 후 응답한 교육 요구

도 항목에 대해 답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았다. 2단계 최종 교육 자료 

개발에서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 이해도 평가와 3단계 개발된 최종 교육 자료

의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는 직장암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단계 5명 및 3단계 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면담은 회장루 복원수술 후 퇴원 당일 병실에서 설문지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서울 소재 Y대학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승인번호4-2018-0140)을 받았다. 자료 수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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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방법, 절차, 연구에 따르는 이익 및 해로움,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여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등을 포함하는 내용

을 구두와 서면으로 직접 설명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서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었고 수

집된 자료는 암호화된 파일에 저장하였으며 3년 후 폐기될 예정이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장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교육 요구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 면담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대상자의 응답은 내용 분석을 통해 유사한 

   항목끼리 취합하였다.

4)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는 평균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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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교육 요구 조사

1)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가. 문헌고찰을 통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 항목 관련 

내용 분석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국

내외 문헌 5개와 웹사이트 2개에서 추출한 환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얻어진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웹사이트에 직장암의 원인이 기재되

어 있었고, 문헌에는 직장암 및 저위 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복원 수술에 대한 

소개 및 저위 전방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정보가 전반적으로 포함되

어 있었다. 또한 웹사이트 및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회장루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항목은 대부분 회장루 복원 수술 후 신체 증상에 대한 내용이 대

부분이었고, 특히 배변습관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며 항문 통증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 외에 식이관리, 골반저 근육운동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각각의 영역을 질병 및 수술관련 영역과 자가 관리 영역으로 나누었고 질병 

및 수술관련 영역은  직장의 기능, 직장암, 저위전방 절제술, 회장루 복원술,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자가 관리 영역은 신체증상과 일

생생활 영역으로 나누었고 신체증상은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통증 항목으로 

일상생활 영역은 식이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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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문헌고찰을 통한 회장루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

A. Department of Colorectal Cancer Center in Severance Hospital 

   http://sev.iseverance.com/cancer/dept_clinic/cancer_center

B. MD Anderson Cancer Center in America

C. Taylor, C., Bradshaw, E.(2013). Tired to the toilet: Lived            

Experiences of altered bowel function (Anterior Resection Syndrome)  

after temporary stoma reversal. Journal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Society, 40(4):415-21

D. Nikoletti, S., Young, J., Levitt, M., King, M., Chidlow, C.,          

Hollingsworth, S. (2008). Bowel Problems, Self-care Practices, and

   information Need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t 6 to 24           

Months After Sphincter-Saving Surgery, Cancer Nursing, 31(5), 

   389-398

E. Angela Bazzell, Lydia T. Madsen, Joyce Dains(2016). Clinical Management 

of Bowel Dysfunction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Journal of Advanced Practitional Oncology, 7(6), 618–629. 

대분류 소분류 항목
문헌

A B C D E F G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질병의

특성
1.직장암 ∎ ∎ ∎ ∎ ∎ ∎ ∎
2.직장의 기능 ∎ ∎
3.저위 전방절제술 ∎ ∎ ∎ ∎ ∎
4.회장루 복원술 ∎ ∎ ∎
5.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 ∎ ∎

자가관리 신체증상 6.배변습관의 변화 ∎ ∎ ∎ ∎ ∎ ∎
7.항문 통증 ∎

일상생활 8.골반저 근육운동 ∎ ∎ ∎ ∎
9.식이 관리 ∎ ∎ ∎



- 22 -

F. Martellucci, J.(2016). Anterior Resection Syndrome: a Treatment      

Algorithm. Disease of Colon & Rectum 59, 79–82.

G. Taylor C, Morgan L.(2011). Quality of life following reversal of      

temporary stoma after rectal cancer treatment,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5, 59-66.

나.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 조사 결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파악된 9개 항목 중 직장암과 저위전방절제술 항목은 

반복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 회장루 복원술을 정의에 포함시켜 총 7개 항목을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 20명에게 교육요구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

였다. 

①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

육정도, 직업, 지식습득방법, 의료진에게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에 대해 조사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 총 20명 중 성별은 남자 11명

(55%), 여자 9명(45%)이었고, 연평분포는 40세 이상이 10명(50%)으로 가장 많

았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무(60%)가 

많았으며 지식습득 방법은 의료진(100%)을 통해 가장 많이 얻었고, 그 다음으

로는 인터넷(80%)을 통해 지식을 얻었다. 의료진 제공의 정보종류는 배변습관

의 변화(10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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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n=20)

중복 응답 허용: 지식습득방법, 의료진제공 정보 종류 

  환자가 설문지에 응답 후 교육 요구 항목에 대해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표 3>과 같다. 면담 시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에 대하여 환자들은 회

장루 복원 후 변이 자주 나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였으며 변을 자주 

특성 분류 n

성별 남

여

11

9

연령 20≤~≤49

50≤~≤59

60≤

5

5

10

교육 정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6

5

9

직업유무 유

무

8

12

정보 습득방법

(중복 응답 허용)

인터넷

텔레비전

주변지인

의료진

8

8

6

10

의료진 제공 정보종류

(중복 응답 허용)

질병특성

경과

배변습관 변화

식이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9

5

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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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증상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장루 복원 후 겪

는 신체 증상과 관련하여 대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인한 항문통증을 경험하

며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였다. 일상생활 관리와 관련하여 수술 후 식이 관리

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항목 외에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교육을 받기 

원하는 내용이 없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표3.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와의 면담 내용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직장의 기능, 회장루 복원술, 저위전방절제 증후군        
환자

“장루를 복원하면 왜 변이 자주 나오는지 궁금해요.”

“직장암 때문에 처음 수술하고 장루가 생겼을 때 장루만 다시 복

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장루를 복원하고 나니까 변이 조절이 

안되서 더 힘들어요. ”

“장루가 있었을때는 설명을 자세히 해줬었는데 복원수술을 하면 

변을 자주 본다고만 들었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어요.”

1,4

8,11

3,15

신체 증상 :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통증

“대변이 너무 자주 나오고 참기도 힘들어요.”

“낮에는 신경을 쓰니까 변 마려운게 참아지는데 잘 때 몇 번 실수

했어요.”

“변을 자주보니까 항문이 너무 쓰리고 아파요.”

“항문에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요.”

1,2,5

2,4

2,9

15

일상 생활

: 식이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변을 자꾸 실수하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나요.”

“수술하고 가려서 먹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변 참는 연습을 하는데 내가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1,4,8

11

15



- 25 -

②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도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지 총 

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7개 항목을 매우 필요함(4점), 필

요함 (3점), 필요하지 않음(2점), 매우 필요하지 않음(1점)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교육 요구도가 3점 이상이었으며, 이중 배변습관의 변

화(3.70±0.47점)가 가장 높으며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회

장루 복원술의 정의(3.20±0.69점) 항목이었다.

표4.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도                      

                                                                  (n=20)

 4점 Likert scale (1점: 매우 필요하지 않다., 4점: 매우 필요하다.)

대분류  소분류        항목  Mean±SD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질병의 특성
1. 직장의 기능 3.50±0.60

2. 회장루 복원술 3.20±0.69

3.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3.70±0.57

자가 관리 신체증상
4. 배변습관의 변화 3.70±0.57

5. 항문통증 3.55±0.60

일상생활
6. 식이관리 3.50±0.60

7. 골반저 근육운동 3.4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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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요구도 구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요구도가 3

점 이상인 대분류 2개 영역과 소분류 3개 영역의 7개 항목에 대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각 항목의  CVI는 <표5>와 같

고, CVI는 모두 0.80이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없었다. 설문지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항문주위 피부 관리 방법 및, 항문통증 

시 좌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항

문통증 항목에 반영하여 교육자료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5. 교육 요구도 구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n=6)

CVI: Content Validity index

대분류 소분류        항목 CVI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질병의 특성
1. 직장의 기능 0.83

2. 회장루 복원술 0.83

3.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1.00

자가관리 신체증상
4. 배변습관의 변화 1.00

5. 항문통증 1.00

일상생활
6. 식이관리 1.00

7. 골반저 근육운동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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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교육 자료 개발

1) 예비 교육 자료 개발

가. 예비 교육 자료 내용 개발

 

  교육 자료 항목을 기초로 하여 국, 내외 단행본, 학술지, 학위 논문, 웹사

이트를 참고하여 대분류 2개로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자가 관리로 나누어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자료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교육 

항목의 내용에 대한 근거는 <부록 4>와 같다.

 

 ① 질병 및 수술 관련 정보

  직장의 기능에 대해 기술하여 직장절제 후 저위전방절제 증후군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직장암의 수술방법인 저위 전방절제술을 

포함 시켜 회장루 복원술 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직장의 사진을 첨부 하였다.

 

 ② 자가 관리 

  신체증상,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체증상에는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 통증관리를 포함하였으며 일상생활에는 골반저 근육운동, 식이관

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배변습관 변화 항목에는 배변습관 변화의 원

인, 증상, 증상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항문통증 관리 항목에는 항문통증

의 원인, 항문주위 피부 관리 방법, 좌욕의 효과, 좌욕의 방법의 내용이 포함

하였다. 골반저 근육운동 항목에는 골반저 근육운동의 효과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골반저 근육운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첨부하였

다.  식이 관리 항목에는 배변습관 변화와 섬유질 및 카페인의 관계, 배변습

관 변화와 관련된 식이와 식품의 예시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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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개발된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은 2018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1단계 전문

가 타당도를 받은 전문가 6인과 대장항문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 이

상의 경력 간호사 4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를 

받았다. 예비 교육 자료가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내용에 오류가 없

는지, 글씨체와 글씨 크기 및 삽입된 그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

한 평가에서 모두  0.80 이상의 CVI값을 얻었다. 각 내용에 대한 점수는 <표 

6>과 같았다.

  평가 항목 외에 추가 의견으로는 사진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이해하기 쉽

게 그림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식이에 관련된 사항을 표로 작성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의견으로 좌욕 온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어느 정도가 좋은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

반적으로 글이 많아 강조되는 부분에 밑줄이나 글씨를 굵게 처리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이를 최종 교육 자료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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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예비 교육 자료의 전문가 타당도                                      

                                                                  (n=10)

3)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 이해도에 대한 환자 평가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거친 예비 교육 자료를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소재 Y대학병원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 5명에게 

제공 한 후 내용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환자 5명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3명(60%), 여자가 2명(40%)였으며 연령은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예비 교육 자료의 내용이해도에 대한 환자 평가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표 7>과 같다.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증상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

항목

CVI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

가 없다.

직장의 기능 1.00 1.00

회장루 복원술 1.00 1.00

저위전방절제 증후군 1.00 1.00

배변습관의 관리 1.00 0.90

항문통증 관리 0.90 1.00

골반저 근육운동 0.80 0.80

식이 관리 1.00 0.90

교육 자료의 전반적 평가                  CVI

교육 자료가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1.00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어려운 표현이 없다. 1.00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보기 쉽다. 1.00

삽입된 그림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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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이해가 어렵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글씨체와 글씨크기 및 삽입된 

그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해도 평가를 하였고 4점 만

점에 평균 3.69점을 얻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골반저 근육운동이 필요

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항목이 3.40 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에 대한 의견으

로 그림을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다른 의견으

로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밑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

견과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에 대한 단어가 낯설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7. 환자의 예비 교육 자료의 교육 내용 이해도 

                                                                 (n= 5)  

 4점 Likert scale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대분류 소분류 항목     Mean±SD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질병의 특성
1. 직장의 기능 3.80±0.44

2. 회장루 복원술 3.80±0.44

3.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3.60±0.54

자가 관리 신체증상
4. 배변습관의 변화 3.80±0.44

5. 항문통증 3.60±0.54

일상생활
6. 식이관리 3.40±0.54

7. 골반저 근육운동 3.60±0.89

교육 자료가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80±0.44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어려운 표현이 없다. 3.80±0.44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보기 쉽다. 3.80±0.44

삽입된 그림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6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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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교육 자료 개발

  개발된 예비 교육 자료를 전문가 내용 타당도 평가와 환자의 내용 이해도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를 위한 

최종 교육 자료를 완성하였다. 개발된 최종 교육 자료는 <부록 8>과 같다.

3.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개발된 최종 교육 자료를 2018년 6월 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소재 Y대학병

원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 17명에게 최종 개발된 교육 자료를 

제공한 후 이해도 및 실행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환자 17명의 일반적 특성

은 <표 8>과 같다.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는 이현경외(2016)가 한국어로 번역

한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Printable Materials 

(PEMAT-P)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9>로 대상자의 이해도(19문항)은 99.07%

였으며 실행도(7문항)은 91.435% 였다. 

표 8.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               

                                                                  (n=17)

특성 분류 n Percent

성별 남

여

10

7

58.82

41.17

연령 20≤~≤49

50≤~≤59

60≤

4

7

6

23.52

41.17

35.29

교육 정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4

6

7

23.52

35.29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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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n= 17)

항목         평 가 내 용                                동의(n)

이해도

(Understan

-dability)

내용 1.자료의 목적이 명확하다 17

2.자료는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17

단어

선택  

형식

3.자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 되어 있다.
17

4.의학용어는 대상자가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용 시에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17

5.자료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7

숫자의 

사용

6.제시된 숫자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17

7.숫자는 추가 계산이 요구되지 않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17

조직화 8.자료는 짧은 단락으로 정보가 나뉘어져 있다. 17

9.자료의 단락은 정보를 주는 소제목이 있다. 17

10.자료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보가 제시

   되어 있다.
17

11.자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17

배치와 

설계

12.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시 

   (화살표, 밑줄)를 사용하고 있다.
17

시각적 

도구의 

사용

15.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17

16.시각적 도구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 

  고 있다.
15

17.각각 도구는 이해하기 쉬운 제목 또는 설명 

  을 포함하고 있다.
17

18.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16

19.자료는 짧고 간결한 제목이 있는 표를 사용 

  하고 있다.
17

                                  이해도 점수(%): 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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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실행도

 (Actional

-bility) 

실행도 20.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이 

  상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17

21.제시된 행동은 실제로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 

  도록 설명하고 있다.
17

22.수행가능하고 알기 쉬운 단계로 나누어 행동 

  을 제시하고 있다.
15

23.대상자의 행동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사용가능 

  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15

24.대상자가 계산하기 쉽도록 간단한 설명이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17

25.행동에 옮기도록 차트, 그래프, 표의 사용 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14

26.지시사항에 따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15

                                  실행도 점수(%): 9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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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는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증상 및 증

상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활용하가능성이 있는 교육 자료 개발을 시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지각하는 교육 요구를 조사하

기 위해 문헌고찰에 근거한 설문지와 면담을 실시하여 교육 요구를 파악하였

다. 그 결과 환자들의 회장루 복원 수술 후 교육 요구의 전체 평균은 4점 만

점의 3.51점으로 최저 3.20점에서 최대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항목 모

두 3점 이상으로 이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교육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

목 중 배변습관의 변화가 3.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

은 대상은 아니지만 직장암으로 괄약근 보존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Nikoletti(2008)의 연구에서 괄약근 보존 수술 후 교육 요구 항목은 배변습관

의 변화, 식이, 통증, 약물관리로 이중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다수의 연구(Bryant et al., 2012; Keane et al.,2016; Kim 

et al.,2009; Martellucci et al.,2016 )에서 항문 보존술을 받은 직장암 환

자의 60-80%정도에서 잦은 배변, 급박감, 변실금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경

험한다는 결과와 같이 실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들이 배변습관의 변화

와 관련되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 요구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는 서적, 강의, 온라인교육 

등이 있는데 이 중 인쇄매체는 가장 오래된 형태로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적

이며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특별한 도구나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공간 이동에도 어려움이 없어(정현철, 2008) 최종 교육 자료는 리플

렛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개발된 최종 교육 자료는 PEMAT-P 도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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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7명에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이해도 19 

문항의 평균  99.07%, 실행도는 7문항의 평균 91.43 %로 나타났다. Zellmer외

(2015)가 19개의 웹사이트의 수술부위 세균성 감염 환자교육 자료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이해도는 73.4%, 실행도는 50.5%로 나타났으며 Brega외(2015)의 

연구에서 Health Literacy Universal Precautions Toolkit의 교육자료 중

“Design Easy-to-Read Material”교육 자료 대한 적합도 평가에서 실행도는 

45~52%, 이해도는 50~57%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이해도 및 실

행도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행도가  91.43%로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 자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제로 증상관리를 위해 식이관리, 좌욕, 골반저 

근육운동을 환자 스스로 실행하기 충분한 교육 자료라고 해석이 되어 진다.

  연구를 수행하며 개발된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교육을 실시 후 적합

도 및 실행도를 평가하였는데 개인 교육시간은 20~30분정도 소요 되었고, 개

발된 교육 자료를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간호사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며 특히 경력간호사에 비해 신규간호사들은 간

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실제 많은 경우 

환자 교육에 대한 업무가 간과되고 있고 업무 시간 중 20~30분씩 환자를 개

별 교육하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자 교육을 전

담하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환자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속적인 연

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입증을 함으로써 인력을 확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발된 교육 자료를 통해 환자를 20~30분 동안 교육을 시행하여도 현 

보험수가에서는 교육수가를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82호, 2017)을 보

면 교육, 상담료 급여 기준의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장루, 요루, 만성신

부전 환자에 해당되며 장루환자의 교육은 교육 수가를 인정받고 있지만 암환

자의 경우에는 암 수술과 관련된 내용을 수술 후 시행되는 교육에 한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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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를 인정받고 있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들은 심각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으며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

이 필요하여 환자 1명당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교육을 시행하지만 교육 수가

는 원발암 1회만 산정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 수가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자료를 개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 중 

대장-항문  문합술을 받은 환자와 대장-직장 문합술을 받은 환자의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의 증상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어 교육 요구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대상자를 선정 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장-항문 

문합술을 받은 환자와 대장-직장 문합술을 받은 환자의 교육 요구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지만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자료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 관리를 위해 시도

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자의 요구에 맞는 표준화되고 체계화

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환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환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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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 하였다. 국외와 다르게 국내는 직장암의 발생률이 높고 수술 및 

항암방사선 요법의 발전으로 하부 직장암에서 항문을 보존하는 비율이 높아짐

에 따라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 간호 중재나 환자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 및 임상에서 간과되고 있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증

상 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간호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

부분의 교육 자료 개발 연구에서 교육 자료 개발 후 환자의 평가는 만족도 및 

이해도 평가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료 개발 후 평가를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 하여 환자가 교육 자료를 통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평가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

자가 교육 자료를 통해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행도가 높게 

평가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는 환자의 요구도를 반

영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자료이며, 이후 항목에 내용에 대해 전문가 타당도

를 거친 검증된 교육자료 이다. 이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경험하는 저위 전

방절제 증후군에 대한 정보 및 관리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가 효과적인 

자가 관리를 통해 증상 완화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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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회장루 복원술을 받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증상관리를 위해 회장루 복원술을 받기 전 외래에서 개발된 교육 자

료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수술 후 다시 재교육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전문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직접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확

장하여 환자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간호사에게 개발된 교

육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언한다. 이는 질병관련 간호지

식을 증가시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호의 질을 높임으로써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2) 간호 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이용하

여 제공된 교육 자료가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 관리 및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제

언한다. 

3) 간호 실무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

상정도 및 지속 시기는 환자의 수술 전 항암화학 요법의 유무, 잔여 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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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나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 특히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

자 중 대장-항문 문합술을 받은 환자와 대장-직장 문합술을 받은 환자의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증상정도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문합 방법에 따른 

교육 요구를 나누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 자료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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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대상자 설명문

  

대 상 자 설 명 문

  본 연구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

하고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하는 연구 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

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

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

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직장암의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방법은 수술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근치적 

절제를 통해 장기 생존을 이루고 항문괄약근 보존을 통해 배변기능을 유지하

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절제하고 나서 잦은 배변, 

변 누출, 급박감 등을 느끼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이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

들이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식이교육, 생활습관 개선, 골반저 근육운동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장루 

연구  제목 :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간호과학과 교수 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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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교육 자료

를 개발하고,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총 42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이 중 20 명은 교육 요구 조사 대

상자이고, 5 명은 예비 교육자료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대상자 이며, 나머지 

17 명은 교육 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조사 대상자 입니다. 본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장항문외과 외래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담 중에 녹음은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2018 년 04 월 0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전체 연구기간은 2018 년 3 월 26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교육 요구 조사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 직장암 외 다른 암을 동반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로 퇴원 후 첫 외래에 방문한 자

- 의사소통 및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직접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②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직장암 외 다른 암을 동반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로 퇴원 후 외래에 방문한 자

- 의사소통 및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직접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복강내 감염,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이 진단된 자

- 회장루 복원술 후 재수술을 받은 자

- 의사소통 혹은 국문 해독이 불가능한 자

- 대상자가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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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3 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 단계 교육 요

구 조사에서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 파악을 위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첫 번 째 대장항문외과 외래를 내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20 명을 임의 추출하여 대장항문외과 외래에서 

교육 요구 조사 설문 및 면담을 시행합니다. 설문지와 함께 교육받고 싶은 내

용은 무엇인지, 질병 및 수술관련 정보, 신체증상,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 

등을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합니다. 2 단계에서 회장루 복원 수술 후 예비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10 명의 전문가에게 타당도 평가 및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퇴원 전 환자 5 명에게 이해도를 평가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교육 

자료를 개발합니다. 3 단계는 개발된 교육 자료의 이해도 및 실행도를 평가하

는 단계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 17 명을 임의 추출하여 수술 후 퇴원 

전 교육 자료를 제공한 뒤 PEMAT(환자 인쇄용 교육자료 평가 도구)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도 및 실행도를 검증합니다. 귀하가 연구 참여 선정기준

에 적합하다고 결정 되고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교육 요구 조사참여 

대상자군 또는 교육자료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 대상자군 중 하나에 임의로 

배정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설문 조사에 걸리는 총 소요 시간은 약 30 분 정

도입니다. 만일 연구 방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구자에게 문의하

여 주십시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교육 요구 조사,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를 위한 연구 참여가 저위 전방 절제 

증후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

다. 또한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를 위한 교육 자료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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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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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3 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연구 동

의서 작성 및 설문 종료 후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

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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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의 실

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귀하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

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

음과 같습니다. 이니셜, 등록번호, 나이, 성별, 진단명, 발병기간, 치료기간.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 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

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며 연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

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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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

다.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에 3 년간 보관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 하여 연구에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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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

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연구 자료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본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연구 종료 

시부터 3 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

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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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황지예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7-4850

24 시간 연락처: 010-XXXX-XXXX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

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8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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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

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 학생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

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지각하는 교육 요구도를 파악

하여 이를 기초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요구를 만족시키고, 회

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건강 유지 및 증진,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

자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는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18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황 지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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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대학교 ⑤대학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①유 ②무

5. 귀하의 지식습득 방법은?

①인터넷 ②텔레비전 ③주변지인 ④의료진

6.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귀하가 받으신 의료진 제공의 정보의 

종류는?(중복으로 기입하여도 됩니다.)

①질병특성 ②경과 ③배변습관 변화 ④식이관리 ⑤골반저 근육운동 

⑥없다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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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7. 항목 이외에 회장루 복원 수술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

용이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분류 소분류 항목

매우 
필요
함

필요
함

필요
하지 
않음

매우 
필요
하지 
않음

4점 3 점 2 점 1점
질병  
및 

수술
관련
정보

질병의 특성
-직장암
-저위전방절제
 증후군

1. 직장의 기능

2. 저위전방 절제 
  증후군

회장루 복원술 3. 회장루 복원술의 
  정의

자가
관리

신체증상
4. 배변습관의 변화

5. 항문통증

일상생활
6. 식이관리

7. 골반저 근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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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교육 요구도 측정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 의뢰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 학생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지각하는 교육 요구도를 파

악하여 이를 기초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요구를 만족시키고,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건강 유지 및 증진, 자가 관리를 할 수 있

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

자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는 솔직하고 성

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황 지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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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외에 회장루 복원 수술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이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분
류

소분류 항목

매우 
타당
하다

타당
하다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4 점 3 점 2 점 1 점
질병 
및 
수술 
관련 
정보

질병의 특성
-직장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

1. 직장의 기능

2. 저위전방 절제 
  증후군

회장루 복원술
3. 회장루 복원술의 
  정의

자가

관리 신체증상
4. 배변습관의 변화

5. 항문통증

일상생활
6. 식이관리

7. 골반저 근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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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예비 교육자료 내용 개발의 근거

구분 문헌 및 웹사이트 교육 자료 내용

직장의 

기능

• 국가 암정보 센터

:https://www.cancer.go.kr

• Department of colorectal cancer center 

in Severance Hospital 

:http://sev.iseverance.com/cancer/dept_cl

inic/cancer_center/colorectal_cancer_cent

er/about_cancer/colon_cancer/

 직장은 대장의 가장 끝부분부터 항문까지의 

부분으로 길이는 약 15cm로 직장의 기능은 대

변으로 나오기 전 대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

며 변에 의해 장벽이 확장되면 신경을 자극 

되어 변의를 느끼게 됩니다.

회장루 

복원술의 

정의

Pappalardo, G., Spoletini, D., Proposito, 

D.,Giorgiano, F., Conte, A., Frattaroli, 

F.(2007). Protective stoma in anterior 

resection of the   rectum: when, how and 

why? Surgical Oncology 16, 105-108.

 직장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며 항문

에서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문을 보존하고 직

장을 절제 후 장 연결부위를 보호하고자 일시

적인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김대동, 김은정, 이혜옥, 박인자, 김희철, 

유창식 김진천(2008). 장루 복원술의 합병

증, 대장항문학회지, 24, 83-90

 일시적 회장루를 가지고 있던 환자들은 수술 

후 보조적 항암요법의 유뮤에 따라 3~7개월 후 

회장루를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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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의 

정의

 Martellucci, J.(2016).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a Treatment 

Algorithm. Disease of Colon & Rectum 59,

79–82.

 직장암의 수술법인 저위전방절제 수술을 받

은 80% 정도의 환자는 배변 관련 기능이 변화

되는 저위 전방절제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이은, 김금순(2014). 저위 전방절제술을 받

은 직장암 환자의 불안, 우울, LARS, 삶의 

질과의 관계.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11(1), 74-85.

 직장을 절제하고 나서 잦은 배변, 참기 힘든 

긴박감, 잔변감, 변 누출, 변실금 등의 증상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변습관 

변화의 

이해

Matsushita, K., Yamada, K., Sameshima, 

T., Niwa, K., Hase, S., Akiba, S., Aikou, 

T.(1997). Prediction of incontinence 

following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rcinoma. Disease Of Colon & 

Rectum, 40, 575-579.

 배변 습관의 변화의 원인은 직장 절제 후 직

장의 용적(크기) 감소로 인한 저장 능력 저

하, 항문 괄약근 기능 감소, 자율신경계 손상 

등이 있습니다.

 Martellucci, J.(2016).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a Treatment Algorithm. 

Disease of Colon & Rectum 59, 79–82.

 배변 습관의 변화로 잦은 배변, 변실금, 긴

박감, 잔변감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ryant, C. L., Lunniss, P. J., Knowles, 

C. H., Thaha, M. A., & Chan, C.L. (2012). 

Anterior resection syndrome. Lancet 

Oncology, 13(9), 403-408.

 이런 배변습관의 변화는 일정하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 상태와 질병의 위치, 

수술 방법의 차이, 수술 전후의 항암 및 방사

선 요법 여부 등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 59 -

항문통증

관리

김남규(2014). 대장암완치 설명서, 서울: 헬

스조선

: [수술 후 관리], P101

 잦은 배변 및 변실금 등으로 인해 항문 통증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변 후 물로 씻고, 물

기는 두드려 닦으며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합

니다. 

김남규(2014). 대장암완치 설명서, 서울: 헬

스조선: [수술 후 관리], P101

Fargo, M.V., Latimer, K.M.(2012).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ommon 

anorectal conditions, American Family 

Physician 85(6), 624-30 

 온수 좌욕은 항문의 괄약근을 이완시켜 통증

을 경감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Abbas, M.A., Tejiran, T.(2005) Sitz bath: 

where is the evidence? scientific basis 

of a common practice. Disease of Colon & 

Rectum ,48, 2336-2340

좌욕의 방법: 엉덩이가 완전히 담기는 좌욕기

를 사용하며 물 온도는 37~38℃정도(따뜻한 

정도)로 하루 3~4차례,  한번에 10~20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Martellucci, J.(2016).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a Treatment 

Algorithm. Disease of Colon & Rectum 59,

79–82.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에게 알리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Loperamide, 5-HT3 antagonist

bile acid sequestrants등이 배변 증상을 완

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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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저 

근육 

운동

Liu, C. H., Chen, C. H., & Lee, J. C. 

(2011). Rehabilitation exercise on the 

quality of life in 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Hepatogastroenterology

58(111), 1461-1465.

 골반저 근육운동의 목적은 괄약근에 힘이 생

기도록 하여 변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 배변

횟수와 변실금의 횟수를 줄여줍니다. 

•박효정(2001). 여성 요실금 교육 비디오 프

로그램 개발 골반근육운동을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서울.

• 대한 요실금학회(Korean Continence Society)

:http://www.kcsoffice.org/sub05/sub01_8html

골반저 근육운동의 방법

① 골반저 근육을 찾습니다.

②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등 자신에

게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③ 복부, 엉덩이, 등 근육에는 힘을 주지 않

고 골반저 근육만 수축(3-10초), 이완(3-10

초)을 합니다.

④ 수축과 이완을 8-10회 실시하며 (이것이 1

세트) 총 3세트 실시합니다.

식이관리

Nikolett., S., Young, J., Levitt, M., 

King, M., Chidlow, C., Hollingsworth, S. 

(2008). Bowel Problems, Self-care 

Practices, and Information Need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t 6 to 24 

Months After Sphincter-Saving Surgery. 

Cancer Nursing,31(5), 389-398

 회장루 복원술 이후 장기능이 회복(수술 후 

1~2개월 이후)되면 섬유질(채소, 과일, 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변의 양을 충분

히 늘려주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 배변 조절

을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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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colorectal cancer center in 

Severance Hospital.

http://sev.iseverance.com/cancer/dept_cli

nic/cancer_center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등의 카페인이 포

함되어 있는 음식은 장운동을 자극 시키며 괄

약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

니다. 
Taylor C, Bradshaw E. (2013). Tired to 

the toilet: Lived Experiences of altered 

bowel function (Anterior Resection 

Syndrome) after temporary stoma reversal. 

Journal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society 40(4):415-21

 매운 음식, 강한 양념 및 향신료, 알코올, 

유제품,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epartment of colorectal cancer center in 

Severance Hospital.

http://sev.iseverance.com/cancer/dept_cli

nic/cancer_center

 식품의 예시: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식품, 

묽은변을 유발하는 식품, 변비를 일으키는 식

품, 가스를 생성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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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예비 교육 자료의 전문가 타당도 의뢰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

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 학생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

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에 대해 개발

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좋

은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황 지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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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에 대한 평가 내

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를 해주십시오.

내용 항목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

4 점 3점 2 점 1점

필 요 한 
내 용 을 
제 공 하
고 있다

직장의 기능

회장루 복원술

저위전방절제 증후군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통증 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식이 관리

내용에 
오 류 가 
없다

직장의 기능

회장루 복원술

저위전방절제 증후군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통증 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식이 관리

교육 자료가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어려운 표
현이 없다.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보기 쉽
다.
삽입된 그림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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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이외에 회장루 복원 수술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이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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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환자의 예비 교육자료 교육 내용 이해도 평가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 학생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에 대해 개

발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

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

자의 더 좋은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는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18년 5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황 지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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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 다음은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에 대한 평가 내

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

십시오.

내용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점 3 점 2 점 1 점

1. 필요한 내
용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의 기능

회장루 복원술

저위전방절제 
증후군

배변습관의 변화

항문통증 관리

골반저 근육운동

식이 관리

2. 교육 자료가 증상 관리에 도움
이 될 것 같다.
3.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어려운 
표현이 없다.

4.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보기 쉽다.

5. 삽입된 그림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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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이외에 회장루 복원 수술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이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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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의 이해도 및 실행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

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 학생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지각하는 교육 요구도를 파악

하여 이를 기초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요구를 만족시키고, 회

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가 건강 유지 및 증진,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

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

자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는 솔직하고 성

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2018년 6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황 지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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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사항에 ‘√’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대학교 ⑤대학교 이상

◆ 다음은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자료’에 대

한 평가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를 하거나 기

입하여 주십시오.

[이해도 (Understandability)]

항목
번

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내용

1 자료의 목적이 명확하다.

2
자료는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

단어 

선택과 

형식

3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

어로 표현되어 있다.

4

의학용어는 대상자가 용어에 익숙해지도

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

용시에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있다.

5 자료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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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

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숫자의 

사용

6

제시된 숫자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숫자가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7
숫자 자료는 추가 계산이 요구되지 않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조직화

8

자료는 짧은 단락으로 정보가 나뉘어져 

있다.

*아주 짧은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9

자료의 단락은 정보를 주는 소제목이 있

다.

*아주 짧은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10
자료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보가 제시

되어 있다.

11
자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아주 짧은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배치와 

설계
12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시(화살표, 밑줄 등)을 사용하고 있

다.

*동영상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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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____________________ 

총점: ____________________ 

이해도 점수 (%): ____________________ 

(합계 / 총점) x 100

항목
번

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시각적 

도구의 

사용

15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도

구를 사용하고 있다. (예, 1회 권장식품

섭취량 그림)

16

시각적 도구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각적 도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

음

17

시각적 도구는 이해하기 쉬운 제목 또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적 도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

음

18

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시각적 도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

음

19

자료는 짧고 간결한 제목이 있는 표를 

사용하고 있다.

*표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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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도 (Actionability)]

                                              

                                              합계: ____________________ 

총점: ____________________ 

실행도 점수 (%): ____________________ 

(합계 / 총점) x 100 

항목
번

호
문항 네 아니오

해당

없음

실행도

20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1
제시된 행동은 실제로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22
수행가능하고 알기 쉬운 단계로 

나누어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3

대상자의 행동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도구(예, 메뉴계획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24

대상자가 계산하기 쉽도록 간단한 

설명이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계산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25

행동에 옮기도록 차트, 그래프, 표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차트, 그래프, 표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

음

26
지시사항에 따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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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최종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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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symptom management 

of rectal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ileostomy repair

Hwang, Ji Ye

Departmen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Low anterior resection using sphincter shaving surgery is 

the standard technique for rectal cancer. Approximately 80% of patients 

who had low anterior resection experience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which changes defecation-related functions including high 

frequency of defecation, urgency, and incontinence. LARS differs 

according to pre- and post-operative radiotherapy, location of 

anastomosis, and presence of temporary ileostomy formation. Patients 

who underwent ileostomy repair are known to have severe LARS.  LARS is 

a factor that considerably affects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ho have 

undergone ileostomy repair, and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ir symptom managemen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of patients 

with rectal cancer who underwent ileostomy repair and experience 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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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for symptom management of LARS based on 

the findings, and evaluat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educational materials.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three stages.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for patients who underwent ileostomy repair for 

rectal cancer in stage 1, patients' educational needs and education 

items were identified by literature reviewed interview with patients. 

In stage 2, preliminary educational materials were developed and the 

content validating index(CVI) were obtained from experts. The final 

education contents were determined after modifying based on evaluation 

from the expert and patient groups. In stage 3, the degree of 

understandability and a ctionability of the educational materials in a 
leaflet formet was evaluated using the  (Patient Education Materials 

Assessment Tool for Printable Materials) from patients(n=17). 

Results: Educational needs in seven categories from literature reviewed 

interview were validated by six experts; the CVI of each item was 0.80 

or higher. Preliminary educational materials were prepared for the 

selected education items, and 10 experts. Evaluated the contents, which 

yielded CVI of 0.80 or higher, for all items. In addition, five 

patients evaluated understanding of contents with the score of 3.69 out 

of 4 points. The final educational materials were develop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contents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and 

patients. The degree of understandability and actionability of the 

developed final education materials were highly evaluated at 99.07% and 

91.43%, respectively. 

Conclusion: These educational materials, developed to manage LARS 

symptoms experienced by rectal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ile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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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demonstrated being easy to understanded. As the developed 

educational materials include information about LARS an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hey are considered to contribute to symptom 

relief through effective self-management and ultimately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Key words: rectal cancer, ileostomy repair,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symptom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