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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제 임상시험에 2주기

이상 참여중인 암환자 106명이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08)과 Kim 등(2013)의 연구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은 후 도구를 사용하였다.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Jung 등(2013)의 임상시험 만족도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은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99±0.45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문항은 ‘임상시험 참여는

암 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추후 다른 사람의 치료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가 4.52±0.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진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4.40±0.63점,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4.33±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문항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가

3.13±1.15점으로 가장 낮았고,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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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3.59±0.93점, ‘임상시험 참여기간 동안 총 방문 횟수와

시행되는 검사들에 대해 알고 있다.’3.76±1.00점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9±0.55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부작용이나

문의사항 발생 시 의료진과 쉽게 연락이 가능하다.’가 4.28±0.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만족하였다.’4.26±0.61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4.17±0.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문항은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혜택은

충분하다.’3.87±0.83점가 가장 낮았고 ‘임상시험의 절차는

윤리적이다.’3.99±0.68점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암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32, p=.049) 사후 분석 결과에서

생식기암 환자의 인식 정도가 간담도암 환자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참여기간(F=3.81, 

p=.012), 임상시험에 대한 주관적 이해 여부(t=5.78,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 기간(F=3.39, p=.021), 임상시험 참여 동기(F=2.95,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7, p<.001).

본 연구를 통해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두 요인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국내 임상시험이 글로벌 경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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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우수성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향상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를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추후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Key words): 항암제 임상시험, 암환자, 인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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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약동, 약력, 

약리, 임상 효과,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3).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은 정부 차원의 신약개발 연구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개량 신약, 복합제

등의 개발 활성화로 인하여 2013년 607건, 2014년 652건, 2015년 675건으로

임상시험의 전체 승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2015년 의약품 임상시험 효능군별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항암제가 전체 의약품

중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항암제 임상시험도 2014년

210건, 2015년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제 내성을 극복한

표적치료제, 인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조절

항암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Korea National 

Enterprise for Clinical Trials, 2015). 임상시험 증가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IND)제도와 국제 수준의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도입, 보건복지부의 지역

임상시험센터 지원 등 국제 경쟁력 향상과 대상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선진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과 윤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Jang, 2006).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와

기관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대상자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Paik, 2010). 의약품 임상시험은 정상인뿐만

아니라 관련 질환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체에 직접 투여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We, 2012). 그리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약은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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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여에 대해 환자들은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Kim, 2006).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524명의 암환자 중 82.6%는

임상시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64.7%만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거부감(54.0%),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11.0%), 배정군에

대한 두려움(7.0%)이었다(Kim et al., 2008).

암환자 397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참여 의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10점 척도에 평균 6.43점이었고 대상자의

56.7%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시험이 신약 또는

새로운 치료방법의 유효성(78.8%)과 안전성(80.4%)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대체로 잘 알고 있었지만 30.7%의 응답자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임상시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Lim et al., 2017; 

Mun, Kim, Lee, Kang, & Song, 199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 중 67.8%만이 자신이 무작위 배정을 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나 불편감이

초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8.8%로 임상시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Kim, 2008). 이와 같이 암과 같은 중증의 질환에

대하여 임상시험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임상시험 진행의 장애 요인이

된다(Mills et al., 2006).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설명과 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대상자의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며 임상시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Gambles, 2004; Kim, Hwang, & Son, 2016). 또한, 의료진과의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임상시험에 대한 불안, 우울,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다(Kim & Lee, 2012).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는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Bos, 2005).

임상시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항암제 임상시험은 대부분 표준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 개발의 가능성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연구의 일환으로 예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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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추후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암제 임상시험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아직까지 국내에서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과 질적 향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임상시험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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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1) 이론적 정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란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 대한 지식, 

임상시험의 의학적 관점에 대한 지식, 참여의도와 혜택에 대한 견해를

의미한다. 이는 임상시험의 목적, 윤리적인 면, 참여 의지와 견해, 

동의서에 대해 아는 정도를 포함한다(Kim, Lee, & Lee, 2013; Mun, Kim, 

Lee, Kang, & Song,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im (2008)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Kim 

등(20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연구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2)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1) 이론적 정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임상시험의 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술적

측면, 임상시험 대상자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인적 측면, 임상시험으로

인한 혜택과 불이익, 절차와 관련된 조직적 측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Verheggen, Nieman, Reerink, & Kok, 199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Jung 등(2013)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연구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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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항암제 임상시험

신약개발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약창출단계, 동물실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

임상시험단계, 인간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단계의

세가지 단계로 구분된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3).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이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확립 및 질병 치료제로서 공헌 가능성은 인체에 대한 시험 즉 임상시험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정 중에서 임상시험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Shin & Jang, 2001).

2009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자료를 살펴보면 혈액종양관련이 836건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혈관관련 368건, 내분비/대사관련 424건 등의 순으로 신약개발에

있어서는 혈액종양관련 의약품이 현저하게 높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역시

임상시험을 효능군 별로 살펴보면 항암제가 202건으로 가장 많으며

표적항암제나 인체면역기전 활성화를 통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항암제는

2016년 154건 승인되어 항암제 임상시험의 76%를 차지한다. 항암제 임상시험이

활발한 것은 인구 고령화로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면역, 표적 항암제 등의 최첨단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

항암제는 4단계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상 임상시험은 표준항암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약물의 최대내약용량(maximum tolerated dose, MTD)을 확인하고 약물의 독성 및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2상 임상시험은 1상 임상시험의 수행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항암제로 치료하고자 하는 적응증을 가진 암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의

크기를 평가하고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재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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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시판을 허가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전 단계에서 파악된 항암제의

효능과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암환자를 신약군과

비교군인 표준항암제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유효 약물용량, 치료효능 및

안전성 등을 최종 확인한다. 4상 임상시험은 새로운 항암제의 시판이 허가된 후

장기간에 걸쳐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연구로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희귀한 부작용과 장기간의 복용으로 나타나는

유해반응,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아, 노인, 임산부 등에서의 효능과

유해반응,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새로운 적응증의 발견을 주 목적으로

시행된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7).

임상시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임상시험 설계와 임상시험 전문 인력에

의한 임상시험 진행의 신속성, 질적 우수성이 강조되고 있다(Terenius, 2000).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는지 외부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에 따른 더 많은 신약개발의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시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존의 관련 지침들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로운 사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Lim & Rha, 

2010). 

특히, 항암제의 경우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임상시험과는 달리 대부분이

기존 항암치료에 불응한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환자의 관계 및 암환자들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Kim, 2007). 암 환자 임상시험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무작위

배정에 대한 거부감, 연구 과정에 대한 불편감, 위약 군 배정에 대한 불안, 

잠재적 부작용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다(Mills et al, 2006).

암환자들의 경우 질병자체의 고통,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임상시험 참여 시 신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된다(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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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임상시험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의 경제성, 신속성, 질적 우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참여 대상자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Baratelli, Allio, 

Lanzani, Valsecchi, & Rotmensz, 2002; Friederichs, 1994; Kim & Lee, 2010; 

Lee, Choe, Kim, & Kim, 2009).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만족도가 증가하고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후회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Wray, 

Stryker, Winer, Demetri, & Emmons, 2007).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정보 방 개설,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의 홍보

활동, 국제 인증을 받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대상자 교육, 국가기술지도 중

중요기술로서 임상시험기술의 채택 및 임상시험의 양적 팽창에 의한 임상시험

참여 경험자의 증가 등으로 과거 임상시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항암제 임상시험이 질환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권익 단체도 양질의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Han & Yim, 2010).

하지만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339명의

응답자 중 22.3%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본인이

임상시험에 참가할 의향은 32.1%로 낮게 나타났다. 참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28.5%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21.5%는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답하여 선진화된

국내 임상윤리지침과 연구의 과학성, 윤리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증진이

요구된다(Kim, Kwon, Kim, & Shin, 2008). 

임상시험 참여중인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50점

만점 중 평균 38.4점으로, 각 문항별로 인식이 높은 문항은 임상시험 약 복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 임상시험 동의 철회 가능성, 총 방문횟수와 검사, 

임상시험의 배경과 목적, 임상시험 중 받지 말아야 할 시술/검사,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할 약/음식,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혜택,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 연구 방법, 부작용, 임상시험 피해보상 규약의 순으로 나타났다(Ry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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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동의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건강한 임상시험 대상자 18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객관적 인식 68.7점, 주관적 인식

80.4점이었다(Jeong, Shon, & Shin, 2010). 국내 임상시험 참여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동의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100점 만점 중 객관적 인식

74.6점, 주관적 인식 58.6점으로 나타났다(Yun, Kim, & Jeong, 2014).

암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5점 척도 중 3.76점, 

의사에게 임상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들을 권리에

대해서는 1.50점으로 나타났다(Kim, YI, & Lee, 2013).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암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동의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객관적 인식 100점 만점 73.6점, 주관적 인식

71.3점이었고(Kim, 2008), 미국 암환자 20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동의서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 객관적 인식 77.8점, 주관적 인식 89.3점으로

나타났다(Joffe, Cook, Cleary, Clark, & Weeks, 2001). 또한, 호주의 암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객관적 인식 77.6점, 주관적 인식 91.5점으로

나타났다(Jefford et al, 2011).

임상시험 참여중인 205명의 암환자 중 90%의 환자들이 동의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48%의 환자는 표준치료가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38%의 환자는 잠재적인 위험의 가능성을 몰랐고 29%는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이란 사실을 몰랐으며 16%의 환자는 자신에게 이점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Joffe, Cook, Cleary, Clark, & Weeks, 2001).

암환자의 임상시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임상시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치료 방법을 궁금해하고 미련을

보이는 등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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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경험과 만족도는 임상시험의 진행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ung et al, 2013).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다른 임상시험의 참여로의 유도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Ryu, 2009). 또한, 임상시험 탈락율이 감소되고

재 참여율이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Paik, 2010).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102명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60점

만점에 평균 47.6점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복약설명, 

의료진의 관심과 설명, 연구진과 연락 용이성, 진료 및 검사 대기시간, 투약

대기시간, 임상시험약 복용의 편의성, 병원 내 이동의 편의성, 임상시험약

복용횟수나 일회 복용량, 투약장소, 임상시험과 관련된 방문 횟수, 임상시험과

관련된 검사 횟수, 임상시험 참여 혜택의 순으로 나타났다(Ryu, 2009).

임상시험을 위해 입원한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임상시험

절차, 경제적 보상, 시설 및 환경, 인적 요인, 윤리성, 유효성 및 안전성, 

사회적 기여의 순으로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aik, 

2010). 임상시험 참여중인 13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여 전과 참여기간 동안

2회 설문 조사한 결과 참여 전 대상자 본인이 임상시험 참여에 기대했던 바가

충족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Verheggen, Nieman,  

Reerink, & Kok). 

임상시험 참여 만족도는 연구의 목적, 방법 등 연구적 요인보다 연구자와의

관계, 연구 관련자들의 연구 수행 태도 등 인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Park, 2008). 임상시험 참여중인 2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료진의

관심과 충분한 설명’, ‘의료진과 연락 용이성’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진이 대상자를 접촉하며 라포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Jung et al, 2013). 48명의 임상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진의 친절과 환자존중, 충분한 설명과 질의

응답과 같은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Bethann, Stacie, Anne, 

Roslyn, & Pau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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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 의지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Stryker, 2006). 또한, 11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춘 임상시험 관련 정보 제공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대상자로 하여금 기억하기에 용이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대상자의

만족도와 참여 의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Wray et al, 2007). 207명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를 제공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를 제공한

군의 대상자가 불안이 감소되고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었다(Cathy, Ronghui,

Peter, Kathy, Mark, & Lari, 2003). 의료진은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Gambl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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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연구병동, 임상시험센터, 

종양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2주기 이상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둘째, 항암제 임상시험에 등록하여 2주기 이상 참여 중인 자

셋째,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

연구 대상자의 수는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G*power 3.1.9.2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80%),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3으로

82명이 산출되었다. 회수율과 탈락율 30%를 고려하여 설문지 115부를

배부하였으나 그 중 질병 진행으로 인한 컨디션 악화 4명, 바쁜 임상연구

일정을 이유로 2명이 설문지 작성을 거부하여 총 10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 106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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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설문지는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임상시험관련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1)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Kim (2008)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시험 동의서에 관한 인식 도구를 Kim 등(2013)이 암 환자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위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9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1명, 종양내과

교수 1명, 임상시험센터 매니저 연구간호사 1명, 종양내과 책임 간호사 1명, 

임상연구병동 수간호사 1명에게 내용 타당도 평가표(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CVI가 0.75이하인

문항과 문항의 표현이 부적절 하거나 모호한 것으로 지적된 3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삭제된 문항은 ‘임상시험 참여로 의료진에게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임상시험 참여 결정시 보상이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임상시험 참여시 제공되는 보상의 수준은

적당하다’이었다. 본 연구도구는 임상시험의 목적 2문항, 대상자의 권리 4문항, 

동의서 8문항, 참여 의지 2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점수화 하였고, 항목 4는 역코딩하여 점수에 반영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었다. 

2)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Jung 등(2013)의 임상시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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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1명, 종양내과 교수 1명, 임상시험센터 매니저 연구간호사 1명, 

종양내과 책임 간호사 1명, 임상연구병동 수간호사 1명에게 내용 타당도

평가표(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총 11문항 중 CVI가 0.75이하인 문항과 문항의 표현이

부적절 하거나 모호한 것으로 지적된 3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삭제된 문항은

임상시험으로 인한 해당 병원 방문횟수, 검사 횟수, 진료 및 검사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문항이었다. 본 연구도구는 참여혜택 1문항, 의료진과

연락 용이성 1문항, 설명 2문항, 윤리적 절차 1문항, 전반적 만족도와 재 참여

의사, 추천 의사 3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ung

등(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3) 임상시험관련 특성

임상시험을 알게 된 계기, 참여 동기, 임상시험과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 소요된 시간, 임상시험 참여 결정 자, 동의서 내용 이해 여부, 임상시험

참여 경험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교육 정도, 월 소득, 종교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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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제번호 2017-0816)과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다.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임상연구병동에 입원하는 환자 및

종양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대상자가 연구 중 언제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연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가급적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연구 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보안암호를 책정하여 보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전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목적 및 과정,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검토하여 응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고 누락 항목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물어 기재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및 임상시험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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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06명으로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65명으로 61.3%, 여자가 41명으로 38.7%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9.3±10.7이고 60~69세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30.2%, 50세

미만과 70세 이상이 17.9%로 나타났다. 직업은 없는 군이 67.0%로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96.2%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40.5%, 대학교 졸업 이상이 32.1%로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가 27.4%를

차지하였다. 경제상태는 가구 월 소득 100~300만원 미만군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66.0%로 많았다. 암 종류는 위암, 대장암 24.5%, 

간담도암 23.6%, 폐암 16.0%, 혈액암 15.1%, 생식기암 11.3%, 기타 9.5% 

순이었다. 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 당시에 진단받은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7th Staging 방법으로 분류하였을 때, Ⅳ기인 경우가

59.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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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6)

Variable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Female

65 (61.3)

41 (38.7)

Age(yr) < 50

50 ~ 59

60 ~ 69

≥70

19 (17.9)

32 (30.2)

36 (34.0)

19 (17.9)

59.3±10.7

Job status Unemployed

Employed

71 (67.0)

35 (33.0)

Marital Status Not married

Married

4 (3.8)

102 (96.2)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 school

≥ University

29 (27.4)

43 (40.5)

34 (32.1)

Income

(10 thousand won)

< 100

100 ~ < 300

300 ~ < 500

≥ 500

23 (21.6)

46 (43.4)

18 (17.0)

19 (18.0)

Religion Yes

No 

70 (66.0)

36 (34.0)

Type of cancer Lung cancer

Hepatobiliary cancer

Stomach,

Colorectal cancer

Hematological cancer

Genitourinary cancer

Others

17 (16.0)

25 (23.6)

26 (24.5)

16 (15.1)

12 (11.3)

10 (9.5)

Stage Ⅰ

Ⅱ

Ⅲ

Ⅳ

Others

  6 (5.7)

10 (9.4)

20 (18.9)

63 (59.4)

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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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시험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시험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Phase별로 분류하였을 때 1상 연구가 36.8%, 2상 연구가 27.4%, 3상

연구가 35.8%였으며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52.8%이었다. 

전체의 18.9%가 맹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시험

참여기간은 30일 미만이 39.6%, 30일~60일 미만이 24.5%, 60일~90일 미만이

7.6%, 90일 이상이 28.3%이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임상약의 종류는 주사제가

48.1%, 경구제가 31.1%, 주사제와 경구제를 함께 투여 받는 군이 20.8%이었다.

해당 임상시험을 알게 된 계기는 의료진의 권유가 95.3%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새로 개발중인 약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가

38.6%, 현재 질환 치료의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14.2%, 의료진관리, 

일정 조정 등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13.2%, 진료비 감면, 교통비 등

경제적 혜택들 받을 수 있어서 5.7%, 의료진의 권유 23.6%, 기타 4.7%이었다.

해당 임상시험과 동의서에 대해 설명 받을 때 소요된 시간은 30분~1시간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은 34.0%, 1시간 이상은 17.9%이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 여부는 쉬웠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5.9%, 어려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4.1%이었다. 어려웠다고 대답한 응답자 15명에게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용어가 어려웠다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이 복잡하다 3명, 

설명이 부족했다 1명, 기타가 1명이었다. 해당 임상시험 전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90.6%로 많았다.



１８

Table 2. Clinical Trial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6)

Variables Categories n(%)

Phase Ⅰ

Ⅱ

Ⅲ

39(36.8)

29(27.4)

38(35.8)

Randomized Yes

No

56(52.8)

50(47.2)

Blind Yes

No

20(18.9)

86(81.1)

Participate

duration(days)

< 30

30 ~ < 60

60 ~ < 90

≥90

42(39.6)

26(24.5)

  8(7.6)

30(28.3)

Administration

Route of Investigation Drug

Intravenous

Oral

Intravenous and oral

51(48.1)

33(31.1)

22(20.8)

How to know this

clinical trial

Doctor’s suggestion

Recommendation of people 

around or family

101(95.3)

  5(4.7)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is clinical trial Experience of new drugs

Doctor’s suggestion

Contribution to medical 

development

Medical benefit

Economic benefit

Others

41(38.6)

25(23.6)

15(14.2)

14(13.2)

  6(5.7)

5(4.7)

Time for receiving informed consent and give 

explanation of this clinical trial(min)

< 30

30 ~ 60

≥ 60

36(34.0)

51(48.1)

19(17.9)

Decision of participation in this clinical Trial Participant

Family of the participant

98(92.5)

  8(7.5)

Understanding of this clinical trial Easy 

Difficult

91(85.9)

15(14.1)

The reason of difficult to understand

(n=15)

Insufficient description

Difficult terminology

Complicated contents

Others

1(0.9)

10(9.4)

3(2.9)

1(0.9)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other clinical 

trials

Yes

No

10(9.4)

9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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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9±0.45점이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문항은 ‘임상시험 참여는

암 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추후 다른 사람의 치료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4.52±0.62점,‘의료진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4.40±0.63점,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4.33±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문항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3.13±1.15점,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다.’3.59±0.93점, ‘임상시험 참여기간 동안 총 방문 횟수와 시행되는

검사들에 대해 알고 있다.’3.76±1.00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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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ipants’ Perception of Cancer Clinical Trials

(n=106)

Items M±SD

1. The purpose of clinical trial is to identify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tudy by unproven treatment or 

medical procedure

2.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cancer treatment and treatment of other 

patients

3. If your doctors recommend to participate clinical trials, 

you have a right to refuse

4. If you do not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you might 

have a disadvantage from medical staffs

5. If you do not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you know 

what other available options for the treatment

6. Understand the background, purpose and research methods 

of the clinical trials

7. Aware of the total number of visits and tests performed 

during the study

8. Aware of tests/procedure that should not be taken during 

clinical trials, and the medicines/foods that should not 

be taken together

9. Aware of side effects that can be caused by clinical 

trial drugs

10. Participants have the right to understand clinical trials 

with enough explanation from medical staffs

11. Participants can ask staff for a detail description of 

clinical trial

12. By participating in the clinical trials, I hope that I 

can find the right treatment for me

13. The best way to improve disease is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14. Understand that your medical records can be review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clinical 

trial data at the relevant institutions

15.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may have risk or

discomfort

16. Even the participant agree to participate in the clinical 

trials, he can stop participating in the study at any 

time if you do not want to

3.98±1.00

4.52±0.62

4.28±0.63

3.87±0.99

3.13±1.15

3.84±0.94

3.76±1.00

3.88±0.90

3.80±0.97

4.40±0.63

4.32±0.67

4.33±0.61

3.85±0.90

3.98±0.96

3.59±0.93

4.28±0.64

Total 3.9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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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09±0.55점이었다.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부작용이나

문의사항 발생 시 의료진과 쉽게 연락이 가능하다.’4.28±0.64점,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만족하였다.’4.26±0.61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4.17±0.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문항은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혜택은 충분하다.’3.87±0.83점, ‘임상시험의

절차는 윤리적이다.’3.99±0.68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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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Cancer Clinical Trials

(n=106)

Items M±SD

1. The benefits from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are sufficient

2. It is easy to communicate with the medical staff when side 

effects or questions arise

3.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linical 

trial

4. 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 of the clinical trials from 

the medical staff

5. The procedures of clinical trials are ethical

6. Satisfied with the clinical trials which currently

participating in

7. Willing to participate if I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other clinical trials in the future

8. Willing to recommend my family and friends to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3.87±0.83

4.28±0.64

4.12±0.66

4.26±0.61

3.99±0.68

4.17±0.62

4.01±0.78

4.00±0.82

Total 4.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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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암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32, p=.049) 사후

분석 결과에서 생식기암 환자의 인식 정도가 간담도암 환자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 결혼 상태, 교육 정도, 소득 수준, 종교,

암 병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 결혼 상태, 교육 정도, 소득 수준, 종교, 

암 종류 및 병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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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106)

Variables Categories Perception Satisfaction

M±SD F/t(p)      M±SD F/t(p)

Gender Male

Female

3.99±0.46

3.99±0.44

0.00

(.997)

4.14±0.52

4.01±0.59

1.40

(.240)

Age(yr) < 50

50 ~ 59

60 ~ 69

≥ 70

4.04±0.49

3.96±0.47

3.97±0.39

4.02±0.53

0.18

(.910)

4.05±0.58

4.02±0.55

4.15±0.43

4.13±0.72

0.36

(.780)

Job 

status

Unemployed

Employed

3.99±0.44

3.99±0.48

0.00

(.956)

4.11±0.58

4.05±0.48

0.21

(.649)

Marital 

status

Not married

Married

3.94±0.49

3.99±0.45

0.05

(.820)

3.59±0.41

4.11±0.55

3.45

(.066)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 school

≥ University

3.93±0.45

3.94±0.51

4.10±0.37

1.39

(.253)

4.10±0.60

4.08±0.57

4.09±0.50

0.00

(.997)

Income

(10 

thousand 

won)

< 100

100 ~ < 300

300 ~ < 500

≥ 500

3.87±0.41

3.96±0.49

4.08±0.46

4.10±0.38

1.24

(.301)

4.15±0.69

4.06±0.54

4.13±0.57

4.05±0.36

0.18

(.909)

Religion Yes

No

3.96±0.44

4.04±0.48

0.59

(.444)

4.01±0.53

4.23±0.57

3.86

(.052)

Type of 

cancer

Lung cancer a

Hepatobiliary cancerb

Stomach, Colorectal

cancerc

Hematological cancerd

Genitourinary cancere

Othersf

3.94±0.53

3.81±0.39

4.01±0.47

4.02±0.41

4.32±0.39

3.99±0.39

2.32

(.049)

b<e

4.07±0.71

3.92±0.52

4.17±0.53

4.13±0.41

4.39±0.51

3.91±0.53

1.56

(.178)

Stage Ⅰ

Ⅱ

Ⅲ

Ⅳ

Others

4.07±0.49

3.91±0.40

3.91±0.45

4.03±0.46

3.88±0.47

1.01

(.404)

4.17±0.42

3.94±0.62

3.94±0.46

4.13±0.57

4.30±0.55

0.95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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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임상시험

참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81, p=.012) 사후

분석 결과 임상시험 참여 기간이 90일 이상 군이 4.20±0.44점으로 30~60일

미만군 3.82±0.47점에 비하여 높았다. 임상시험에 대한 주관적 이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5.78, p=.018) 이해하기 쉽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4.03±0.44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답한 대상자 3.73±0.48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임상시험의 투여경로, 연구 단계, 

무작위 배정, 맹검, 참여 동기,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구득

소요시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임상시험 참여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39, p=.021) 사후

분석 결과 임상시험 참여 90일 이상인 대상자가 4.29±0.58점으로 30일 미만

대상자 3.91±0.5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시험 참여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95, p=.016) 사후 분석 결과 ‘새로 개발중인 약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군이 ‘의료진의 권유’라고 응답한 군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이외에 임상시험의 투여경로, 연구 단계, 무작위 배정, 

맹검,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구득 소요시간, 대상자의 주관적 이해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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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Clinical Trial 

related Characteristics 

(n=106)       

Variables Categories Perception Satisfaction

M±SD F/t(p) M±SD F/t(p)

Administration

Route of 

Investigation Drug

Intravenous

Oral

Intravenous and oral

4.00±0.39

3.92±0.49

4.06±0.53

0.68

(.507)

4.08±0.47

4.03±0.61

4.20±0.63

0.65

(.522)

Phase Ⅰ

Ⅱ

Ⅲ

3.89±0.44

4.00±0.43

4.07±0.47

1.56

(.214)

4.03±0.57

4.11±0.53

4.13±0.55

0.33

(.721)

Randomized Yes

No

4.07±0.46

3.90±0.44

3.75

(.055)

4.17±0.55

4.00±0.54

2.63

(.108)

Blind Yes

No

3.90±0.42

4.01±0.46

0.93

(.338)

4.08±0.54

4.09±0.56

0.00

(.949)

Participate

duration(days)

< 30a

30 ~ < 60b

60 ~ < 90c

≥ 90d

3.95±0.42

3.82±0.47

3.91±0.39

4.20±0.44

3.81

(.012)

b<d

3.91±0.51

4.07±0.49

4.30±0.58

4.29±0.58

3.39

(.021)

a<d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is 

clinical trial

Experience of new 

drugsa

Doctor’s suggestionb

Contribution to 

medical developmentc

Medical benefitd

Economic benefite

Othersf

4.13±0.47

3.86±0.35

3.95±0.53

3.88±0.47

4.01±0.36

3.85±0.45

1.55

(.180)

4.25±0.57

3.85±0.48

4.26±0.53

3.93±0.45

4.21±0.64

3.73±0.37

2.95

(.016)

a>b

Total time for 

receiving informed 

consent and give 

Explanation of this 

clinical 

trial(minute)

< 30

30 ~ 60

≥ 60

3.88±0.42

4.04±0.45

4.05±0.50

1.61

(.205)

4.01±0.53

4.11±0.55

4.18±0.58

1.61

(.205)

Understanding of 

this clinical trial

Easy to understand

Difficult to 

understand

4.03±0.44

3.73±0.48

5.78

(.018)

4.11±0.55

3.95±0.55

1.1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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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의 관계는 Table 7과 같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7, p<.001).

Table 7. Correlation among Participa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bout 

Cancer Clinical Trials

Variables Satisfaction

r(p)

Perception .6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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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99±0.45점(50점

만점 기준 39.9점)으로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임상시험 참여중인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Ryu (2008)의 결과 50점 만점 중 38.4±6.4점으로 본 연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정부의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임상시험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의 의무와 교육의 역할이 강화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설명과 교육이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임상시험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의 이해, 의의, 모집정보, 참여수기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Korea National 

Enterprise for Clinical Trials, 2017;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7). 또한, 본 연구대상 의료기관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대한 리플렛과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면서 암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의 정의, 참여방법, 진행방법, 참여에 대한

이득과 손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Asan 

Medical Center, 2017)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별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점수가 높았던 ‘임상시험 참여는 암

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추후 다른 사람의 치료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문항이 4.52±0.62점(100점 만점 기준 90.4점)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동의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Yun 등(2014)의

연구에서 75.0±30.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Yun 등(2014)의 연구에서

대상자를 3상 임상시험 참여자로 제한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 대상자는 1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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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36.8%, 2상 연구 참여자 27.4%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조기 임상시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문항이 3.13±1.15점(100점 만점 6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암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인식을 연구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하여 100점 만점 59.4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Kim, 2008).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에 표준치료나 대체요법에 대해 기술되고 설명이 제공되었더라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은 대부분 표준치료에 실패한 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시험을 거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임상시험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대상자가 임상시험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 및 그 치료 방법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Kim 등(2013)의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78.3%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며, 52.8%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상자의 44.3%는 재발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병기가 Ⅳ기 이상이 전체의 57.6%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Kim(2008)의 연구에서 57.5%를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과거 표준치료에 실패하고 병기가

진행된 상태라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의 제한이 있더라도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과 종류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대상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생식기암 환자들이 간담도암 환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생식기암 환자들의

42%는 전이성 신장세포암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이성 신장세포암의 치료는

과거에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니티닙, 

베바시주맙, 인터페론-알파, 고용량 인터루킨-2, 파조파닙, 템시롤리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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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여러가지 표적요법과 면역요법이 승인되고(NCCN, 2017), 이에 따라

신장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인해 임상시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표준치료는 2007년에

시판 승인을 받은 멀티키나제 억제제인 소라페닙이 유일하며, 리니파닙 대

소라페닙(Cainap et al, 2015), 수니티닙 대 소라페닙(Cheng et al, 2013), 

브리바닙 대 소라페닙(Johnson et al, 2013)을 포함한 진행성 간세포암

임상시험이 모두 소라페닙 단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결과와 치료 효과가 보고되어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85.9%는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려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9.4%는 용어가 어려웠다고 대답하였다. Joffe 

등(2001)의 연구에서도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의 86%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다. 설명과 동의서 받을 때 소요된 시간은 30분~1시간이 전체

대상자의 48.1%로 가장 많았으며 60분 이상이 17.9%로 나타났다. Kim (2008)의

연구에서는 30분~1시간이 전체의 46.2%, 60분 이상이 6.4%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국외 연구에서 Joffe 등(2001)은 동의서를 받는데 60분

이상 소요된 대상자가 전체의 48%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Joffe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7%,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대답한

대상자 93%,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전하게 받았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92%로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소요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대상자에게 질의

응답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시험 및 동의서에 대해 설명 받을 때 소요된 시간에 따라 인식 점수를

나누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시간 이상

4.05±0.50점과 30분~1시간 4.04±0.45점이 유사하고 30분 미만이

3.88±0.42점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60명의 임상시험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가 설명문을 반복하여 읽은 경우, 설명과 동의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동의 전 질문을 한 경우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Yun, Kim, & Jeong).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연구 계획서의 복잡성, 

맹검, 무작위 배정, 이전 임상시험 참여 경험의 유무 등에 따라 동의서 구득



３１

과정 시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직업, 결혼유무, 교육 정도, 가구 월 소득, 

종교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Kim

(2008)의 연구에서 암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임상시험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쉬웠다고

대답한 군이 어려웠다고 대답한 군에 비해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시험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높이는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보다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나 다른 변수들이

더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담당 의료진이나

연구간호사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연구간호사의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설명이 대상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변수 고려가 필요하다. Kang 등(2004)의 연구에서 국내

연구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연구간호사의 76.6%가 환자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4.0%가 환자의 연구 일정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83.3%가 연구간호사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하였다(Kim, 2008). 본 연구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임상시험 과제에 따라 담당 연구간호사들이 있으며, 임상연구

일정 관리,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은 임상시험 책임자에게 업무를 위임 받은

연구간호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항암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진의 임상시험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기술, 윤리적 태도, 과학적 사고방식, 

임상경험은 필수적이다(Choi, 2014; Gano & Kleinerman, 1995; Tomamichel et 

al, 2000).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특성에 맞추어 대상자를 교육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시험 참여 기간이 90일 이상인 군이 4.20±0.44점으로

30~60일군 3.82±0.47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 군이 4.13±0.42점으로 참여

경험이 없는 군 3.97±0.46점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높았다. 임상시험 참여

경험과 기간에 따른 반복 교육 및 경험이 대상자의 인식 정도를 높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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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Kim & Lee, 2010). 정부는 국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을 운영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대상 의료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 받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상연구보호센터 주최로 대상자의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이 관리∙감독하에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이 대상자의 인식 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시험 참여 기간에 따라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에 대하여

표준화된 자료를 개발하고 반복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4.09±0.55점(60점 만점 기준

49.08점)으로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233명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Jung 등(2013)의 연구 결과 4.07점과 유사한 결과이며, 임상시험 약을

복용하는 102명의 대상자를 조사한 Ryu (2009)의 연구에서 60점 만점에

47.6±6.6점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문항별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문항인 의료진과의 연락

용이성에 대하여 4.28±0.64점으로 Ryu (2009)의 연구결과 4.1±0.6점, Jung 

등(2013)의 연구결과 4.02±0.7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항암제

임상시험 연구간호사가 환자의 교육과 상담 업무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두고

환자 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어 사소한 문제나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와 쉽게

연락 가능하며 빠르게 대처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Choi, 2014). 또한, 

본 연구기관에서 연구대상자가 담당 의료진, 연구간호사와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임상연구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 임상연구병동이

24시간 환자의 문의사항에 응대 가능하여 다른 연구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혜택은 충분하다.’문항이 3.87±0.83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30조 제1항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과

불편보다 크거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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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절성에 대하여 명확히 검토되도록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경우, 임상시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진료와 검사, 임상시험 약 등의 경제적

지원이 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결정에 영향을 주며 경제적 보상, 시설과 환경, 

의료진의 관심과 설명, 연락 용이성의 혜택이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다(Ellis, 2000; Jung et al., 2013; Kim, 2006; Paik, 2010). 임상시험

참여에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Verheggen, Nieman,  Reerink, & Kok). 본 연구에서 임상시험 참여 전

환자에게 참여로 인한 의료진의 관리, 일정 조정 등 의료적 혜택과 약제 지원, 

교통비 등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대상자로 하여금 혜택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를 높여 만족도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임상시험 참여 혜택에 따른 만족도 점수가 Ryu (2009)의 연구에서

3.7±0.9점, Jung 등(2013)의 연구결과 3.74±0.79점으로 본 연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기관이 임상시험센터, 임상약국, 임상연구병동, 

연구검사실의 연구지원을 위한 특화된 부서를 운영하여,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기관이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관리하는

사업인 글로벌선도센터로 선정되고, 2013년 국제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인증협회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AAHTPP) 인증 평가로 국제 수준의 보호체계 구축, 신뢰성 확보가

반영되어 선행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직업, 결혼, 교육 정도, 가구 월 소득, 

종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만족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

도구는 다르지만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Paik (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Paik (2010)의 연구 결과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군이 4.26±0.55점으로 경험이 없는 군

4.07±0.55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임상시험 참여 기간이 90일 이상인 군이 4.29±0.58점으로 30일 미만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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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51점보다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상약에 대한 치료 효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시험의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진과의 라포가 형성되고 신뢰가 높아져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의료진의 관심과 충분한

설명, 의료진과의 연락 용이성과 같은 인적 자원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Jung et 

al, 2013). 따라서 의료진은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대상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공감하며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들의 공감대 형성,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형성도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던 초기 참여기간의

대상자에게도 임상시험의 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동기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새로 개발중인 약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라고 대답한 군이 4.25±0.57점으로 ‘의료진의 권유로

인해’라고 대답한 군 3.85±0.48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약에 대한

기대와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가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치의의 권유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연구자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소극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함에 따라

만족도와 참여 의지가 낮아진다(Yun, Kim, & Jeong, 2014; Wray et al, 2007). 

반면, 임상 약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안전성의 신뢰가 높으면 임상시험 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Paik, 2010). 본 연구에서 신약의 경험을 기대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가 38.6%로 의료진의 권유 23.6%보다 많았으며

임상시험의 참여동기를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신약에 대한 기대로 참여한

대상자가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Hutchison, 1998; Kim, 2008).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표준치료에 실패 후 새로운 약에 대한 기대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의료진은 대상자에게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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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암환자 임상시험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연구결과(Stryker et al, 2006)와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대상자가 임상시험 재 참여 의사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Ryu (200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국내 임상시험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질적 우수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임상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를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로 제한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상시험의 특성상 연구 단계에 따라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관련 특성에

따른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두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에 있다. 향후 본 연구가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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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항암제 임상시험에 등록하여 2주기

이상 임상시험 진행중인 암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99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암

종류(F=2.32, p<.049), 임상시험 참여 기간(F=3.81, p<.012), 임상시험에 대한

주관적 이해 여부(t=5.78,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9점이었으며, 임상시험 참여기간(F=3.39, 

p<.021)과 참여 동기(F=2.95,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7, 

p=.001).

본 연구를 통해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중인 암환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두 요인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추후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별, 연구 과제의

특성 별, 참여 기간별로 세분화 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 의사소통 및 상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임상시험 각 과정과 연구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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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각 의료기관의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인식과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는 타당화된 연구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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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두 요인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학술연구 목

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향후 임상시험의 경쟁력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밑거름

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사항들은 모든 내용이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 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설문은 약 16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총 3장으로 되어있으며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는 귀하의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만족도, 임상시험 참여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진단명, 병기, 임상

시험 종류, 참여기간, 투약장소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점검을 실시하는 자, 심의위원회 및 규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임상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

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대

리인의 동의서 서명이 이러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자에 의해서만 제공받고 활용될 것입니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3년 동안 보관 후 영구히 삭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에 참

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시면 아래의

란을 읽으시고 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후 설문지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귀

하의 소중한 도움에 감사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2017년 7월

연구자 : 전주경 올림(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석사과정)

소 속 :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병동 간호사

본인은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

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대상자 날짜: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

연구자 날짜: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자 전주경 간호사(02-3010-5321)에게 연락 주시거나 또는 귀하의 복지 및 권리에 대

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임상연구 심의

위원회(02-3010-7165), 임상연구보호센터(02-3010-71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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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번호: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임상시험의 목적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치료나 시술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2. 임상시험 참여는 암 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추후 다

른 사람의 치료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 담당의사로부터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권유를 받았을

경우, 거절할 권리가 있다.

4.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진으로부터 불이

익을 받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있다.

5.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배경, 목적, 연구방법

에 대해 알고 있다.

7. 임상시험 참여기간 동안 총 방문 횟수와 시행되는 검

사들에 대해 알고 있다.

암환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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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8. 임상시험 중 받지 말아야 할 시술/검사, 함께 복용하

지 말아야 할 약/음식에 대해 알고 있다.

9. 임상시험 약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다.

10. 의료진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11. 의료진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12.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

13. 질병을 호전시키는데 있어 임상시험 참여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4. 임상시험 관련 기관에서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5.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위험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다.

16.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원하지 않는다

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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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혜택은 충분하다.

2. 부작용이나 문의사항 발생 시 의료진과 쉽게 연락이 가능

하다.

3.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을 때 쉽게 이해 되었다.

4.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만족하였다.

5. 임상시험의 절차는 윤리적이다.

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 추후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

가 있다.

8.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임상시험 참여를 추천할 의사가 있

다.

다음은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관련 특성 조사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임상시험을 알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① 의료진의 권유

② 가족, 주위 사람들의 권유

③ 병원내 포스터

④ 해당 질환 자조모임의 홍보

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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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① 새로 개발중인 약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② 현재 질환 치료의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③ 여러 가지 의료적 혜택(의료진의 관리, 일정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어서

④ 진료비 감면, 교통비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⑤ 의료진의 권유로 인해

⑥ 기타 (                                   )

3. 해당 임상시험 및 동의서에 대해 설명을 받을 때 소요된 시간은 얼마 입니까?

① 30분 미만      ② 30분에서 1시간        ③1시간 이상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결정은 본인이 하였습니까?

① 네                                ②아니오

4-1. 임상시험 참여 결정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하였습니까? 

(위 4번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만 답해주세요.)

① 가족(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님 등)    ②친구    ③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5.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① 네                                  ②아니오

5-1.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 5번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만 답해주세요.)

① 설명이 부족했다.     ② 용어가 어려웠다.        ③ 내용이 복잡하다.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 전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횟수:_________회)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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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세

3. 귀하의 직업은? ①없다   ②있다

4.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5.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6. 귀하의 가구 월 소득은 (가구 전체 평균 소득)? 

①100만원 미만    ②100~300만원 미만     ③300~500만원 미만   ④500만원 이상

7.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종교:_______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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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of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Cancer Clinical Trials in Cancer Patients

Jeon, Ju kyung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Directed by Professor

Kim Jeong Hey, RN, Ph.D.

The present research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cancer clinical trials among patients who participates the 

trials, and to establish fundamental documents to improve pati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during the explanation of the study and the 

completion of consent for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are 106 cancer patients who enrolled in 

clinical trials over 2nd cycle in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The perception of the clinical trials was assessed by using the tools from 

Kim (2008) and Kim et al(2013)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trials was assessed by 

using the Jung et al.(2013) clinical trial satisfaction tool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se tools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reviewed and confirm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with raw numbers,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also used for analysis.



53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ception of clinical trial among patients was measured average of 

3.99±0.45 out of 5.0. The highest was 4.52±0.62 from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cancer treatment and 

treatment of other patients’, followed by ‘Participants have the 

right to understand clinical trials with enough explanation from 

medical staffs’ of the score 4.40±0.63. The third answer was ‘By 

participating in the clinical trials, I hope that I can find the right 

treatment for me’scored 4.33±0.61.

The lowest scored answer was ‘If you do not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you know what other available options for the treatment’with 

the score of 3.13±1.15, and the next lowest answers were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may have risk or discomfort’scored 

3.59±0.93, and ‘Aware of the total number of visits and tests 

performed during the study’ scored 3.76±1.00.

2.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ial was measured 4.09±0.55 total 5.0. 

The highest was scored 4.28±0.64 ‘It is easy to communicate with the 

medical staff when side effects or questions arise’, followed by 

‘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 of the clinical trials from the 

medical staff’ scored 4.26±0.61 and ‘Satisfied with the clinical 

trials which currently participating in’ was 4.17±0.62 in order.

The lowest was scored 3.87±0.83 ‘The benefits from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are sufficient’, and ‘The procedures of clinical 

trials are ethical’ was 3.99±0.68 in order.

3. The result from percep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gener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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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F=2.32, p=.049) 

depends of the types of cancers. According to after death analysis, 

perception of patients from Genitourinary cancer was higher than those 

of Hepatobiliary cancers. 

These result from perception of participant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was different depending on participation period (F=3.81, 

p=.012) and su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clinical trial (t=5.78, 

p=.018).

4. The result from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had no substantial difference.

The result from percep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clinical trial 

related characteristics was only different depending on participation 

period (F=3.39, p=.021) and motive to participate the clinical trial 

(F=2.95, p=.016)

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orrelation among participa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bout clinical trials (r=.67, p<.001).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cancer patients who enrolled in cancer clinical trials. It 

is critical to improve pati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uch 

trial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and competitivity.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at, consistent efforts and standard system for clinical 

staffs to further educate and manage participa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 as reference based on program to improv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cancer patients during the clinical trials.

Key words: Cancer clinical trials, Cancer patients, Percep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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