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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대장암에 대한 인식 및 건강증진 행위 
 

본 연구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을 대상으로 대장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하고,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건강 증진 행위 차이와 장애요인을 확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방향과 전략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

도된 서술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A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장용종군 80명과 비용종군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대학에서 만든 것으로 역학자와 임상전문의사, 심리학자가 초

안을 만들어 50명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거쳐 신뢰도를 검증받고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교수 2명과 

소화기내과 교수 1명의 조언을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으로 서술적 통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에서 대장용종군(4.06±3.45)이 비용종군(2.57±

2.62)에 비하여 민감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2.763, p=.006).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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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성,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에서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2. 음주 여부에서 알코올 섭취자는 대장용종군에서 48명(73.85%)으로 비용종군

에서 31명(50.0%)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Ⅹ

2=6.694, p=0.009). 그러나  흡연 여부, 식습관, 운동은 대장용종군과 비용종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있는 담배, 술, 식습관, 운동의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 

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향

상시키고, 대장암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핵심 되는 말 : 대장용종, 대장암에 대한 인식, 건강증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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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전염성 질환보다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고 그 중 특히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통

계청의 사망원인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총 사망률은 2008년 대비 0.2% 감소하

였으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8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의 

28.3%를 차지하여 한국인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즉, 사망

자 4명당 약 1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은 전체적으로 위암이 가장 많고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간

암, 유방암 순으로 발생하며,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순으로, 여자는 갑

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9년도에 비해 2007년도 사망원인 통

계 결과에서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최근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

면서 대장암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대장용종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 과형성 용종, 섬유소성 용종 

등이 존재하며 이 중 선종성 용종은 제거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서 선종으로 

악화되는데,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Adenoma-Carcinoma Sequence 

(선종-암종 연속성)”가 대장암 발생의 가장 유력한 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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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의 용종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50세 이후에는 약 

33%에서 발생하며, 70세 이상에서는 약 50%에서 발생한다(Schulmann, Reiser, 

& Schmiegel, 2002). 대장용종 절제술이란 대장암의 전 단계 병변인 대장용종을 

찾아 절제하는 시술로 대장용종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의 발생률과 사망

률을 감소시켜(Winawer et al., 1993) 대장용종 환자들이 시술 후 높은 건강 수

준을 이루도록 하며, 건강증진을 유도할 계기를 제공한다.  

대장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75%에서 유전질환, 가족력, 염증

성 질환 등이 동반되지 않아 대장암의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Fuchs, Giovannuci, G., & et al., 1994),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섭취

의 증가 및 저섬유성 식습관과 음주, 흡연 등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Kotzev, Mirchev, Manevska, Ivanova, & Kaneva, 2008).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며 육식을 많이 하는 상류층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물성 섬유 섭취와 저지방식이 및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대장

암의 발생 빈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Kasper et al., 2005). 

미국의 National Polyp Study에 의하면 깨끗한 대장에서 용종이 발생하여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데는 약 5-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Winawer, et al., 1993). 대장용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장용종 환자들은 대장 검진을 통해 대장용종을 조기 발견하여 제거하고, 

대장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감소와 알코올과 흡연의 조절, 신체활동의 증진, 

육류섭취의 제한과 과일이나 야채의 섭취 증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하여 대장

암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 암 연맹(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은 암 관리를 위한 가장 바

람직한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 금연, 운동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1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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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암의 조기진단 및 효과적 치료를 통한 2차 예방을 권고하였다(UICC, 2004). 

대장암은 1차적으로 식습관 변화, 신체적 활동,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진단, 치료하여 질병의 심각성

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Price, 2003). 따라서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라면 추후 규칙적인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며,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노력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대장용종 위험요인을 억제하는 행위들은 건

강 증진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대장암 검진 및 건강증진 행위를 꾸준

히 실천한다면 대장용종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으로 인

한 치료율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둔 건강

행위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모델이다(Rosenstock, 1974). Rosenstock의 건

강신념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시도하려고 하는 건강

행위의 결정인자로서 특별한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질병에 걸렸거나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특정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 특정 건강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건강행위를 활성

화시키는 요인인 행동계기(Cues to action)가 있다. 건강신념 모델에 따르면 지각

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성,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신념의 변화가 일

어난 후, 행동의 계기가 주어질 때 건강행위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건강신념 모델과 대장암 검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장암의 위험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 검진을 더 잘 받으며 위험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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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검진을 덜 받았고(Vernon, 1999), 대장암에 대한 낮은 지식과 인식, 낮

은 지각된 위험성, 검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등 건강신념 모델(HBM)의 지각된 

장애성이 검진의 방해 요인이라고 하였다(Klabunde, Schenck, & Davis, 2006). 

또 대장암 예방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

다고 하였고(Ueland, Hornung, & Greenwald, 2006), 교육 프로그램은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가 있었다(Palmer, Emmons, Fletcher, & et 

al., 2007). 

건강증진은 간호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므로 대장용종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간호사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대장용종 환자는 대장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 전단계인 용종을 발견하여 절제한 환자로 대장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보다 건강증진 행위에 동기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건강증진 행

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장암의 조기 검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암 환자

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대장용종 절제술

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델을 적용한 대장암에 대한 인식 조사와 대

장암 예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어떠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매

우 많아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료

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건강증진 행위 촉진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신념 모델을 적용하여 대장암에 대한 인식 조사와 

건강증진 행위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하다. 그리고 대장용종을 절제한 환자는 비용종 환자보다 건강증진을 위한 



- 5 - 

 

 

행동의 계기(cues to action)가 주어졌다고 보고 비용종 환자와 대장용종 절제술

을 받은 대장용종 환자의 건강신념과 건강증진 행위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하여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대장암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건강증진 행위 관련 조사를 시행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방향과 전략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두 그룹간 대장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

악하고,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건강증진 행위 차이와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

성의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건강증진 행위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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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건강증진 행위  

 

 이론적 정의 : 개인이나 집단의 최적의 안녕, 자아실현, 개인적인 성취를 유지하

거나 증진시키려는 방향으로 취해지는 행위이다(Pender & 

Pender, 1987). 

 조작적 정의 : 박수호 등(2009)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한 음주, 흡연, 식습관, 운동을 의미한다. 

 

2)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이론적 정의 : 지각된 민감성은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개인의 민감성에 대한 지각 정도에 따라 건강행위의 가능성이 달

라지는 것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조작적 정의 :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

대학에서 개발하고(Sung et al., 2008)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

(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장암의 위험 요인

(대장질환, 과도한 기름진 음식 섭취, 과도한 육류 섭취, 과도한 기

름에 튀긴 음식 섭취, 비만, 흡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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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이론적 정의 : 지각된 심각성은 어떤 질환이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리라

고 믿는 것으로, 질병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사회

생활, 가정생활 및 생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조작적 정의 :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

대학에서 개발하고(Sung et al., 2008)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

(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장암에 대한 지각

된 심각성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 

 

이론적 정의 : 지각된 유익성은 어떤 질환에 대해 검진을 받음으로써 자신에게 이

득이 될 것이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조작적 정의 :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

대학에서 개발하고(Sung et al., 2008)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

(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장암 검진을 받음

으로써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5)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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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정의 :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행위 수행에서 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측면, 즉 불편감, 불쾌감, 높은 

비용, 고통, 부작용, 나쁜 결과 등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Rosenstock, 1974). 

조작적 정의 :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

대학에서 개발하고(Sung et al., 2008)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

(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장암 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지각된 부정적인 건강상태, 심리상태와 지각된 접근

성 장애)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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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대장용종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

적 요인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대장암의 발생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였다.  

최근 통계에서는 전체 암 중 대장암 발생률이 남자는 3위, 여자는 4위를 차지하

였으며, 암 사망률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대장암 발생률은 다른 

암에 비해 매우 급격히 증가하여 수 년 후에는 위암의 발생률을 능가하리라는 예

측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식생활 습관이 계속 서구화되어 대장암의 

발생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대장암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장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장내시경의 보급과 시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 내 병변에 관한 평가 기회

가 많아지고 대장용종의 발견율도 높아지고 있다(김광호 & 박응범, 1995). 대장

암의 전암 병소로 알려진 용종을 찾아 제거해 주거나 조기에 대장암 병소를 찾아 

제거해 주는 내시경적 제거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복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장용종이란 일반적으로 내강으로 돌출한 경계가 선명한 융기로서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근 연구결과상 염증,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선종성 용종에서 발생하며 

실제 선종성 용종을 갖고 있는 환자의 10% 정도에서는 대장암을 경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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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김광호 & 박응범, 1995). 그러므로 대장용종은 대장암의 전구증

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대장암의 전단계 병변인 대장용종을 찾아 절제하는 것

이 대장암의 2차적 예방이 될 수 있다.  

대장암의 발병원인이 아직 확실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대장점막에 생긴 선종성 

용종은 많은 경우 선종으로 악화되는데, 선종에서 악성으로 변화한다는 Adenoma-

Carcinoma Sequence(선종-암종 연속성)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다. 대장직장암의 95% 이상은 암으로 변하기 전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여 서서히 

자라는 선종성 용종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선종-암종 연속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로는 첫째, 지역에 따라 선암의 발생률과 선종성 용종의 발생률이 동일하게 

높거나 낮다는 점, 둘째, 대장 각 부위에 따른 선암과 선종성 용종의 호발 부위가 

동일하다는 점, 셋째, 선암 조직의 10-30%에서 선종성 용종의 구조가 발견된다

는 점, 넷째, 선종성 용종의 조직에서 국한된 세포 이형성에서부터 침윤성 선암에 

이르는 여러 단계가 공존한다는 점, 다섯째, 선종성 용종을 가진 사람에서 선암의 

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점, 여섯째, 선종성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선암의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동희 외, 2000). 

무증상인 사람 중에 대장용종의 발생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검 후 

얻은 결과를 보면 대장용종을 중심으로 한 연구(배태석 외, 2000)에서는 50대, 

40대, 60대 순서의 연령별 발생률 분포를 볼 수가 있었다. 악성 용종의 비율은 용

종의 크기가 1.0cm이하인 경우 총 382개 중 20개(5.2%)였고 용종의 크기가 

1.0cm보다 큰 경우 총 41개 중 8개(19.59%)로 나타나 1.0cm보다 큰 경우 악

성 용종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용종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용종의 이환율과 대장암의 발생률과는 

접한 관계가 있다. 연령별 이환율은 50대에서 30%, 60대에서 40-50%,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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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0-65%로 보고되었고(Eide, 1986), 이 중 88.8%가 1cm 이하이다(Williams, 

Balasooriya, & Day, 1982). 미국 National Polyp Study(1993)에 의하면 깨끗한 대

장에서 용종이 발생하는데 5년이 소요되며, 암으로 진전되는 데는 10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용종의 크기가 1.27cm가 될 때까지 약 5년 이상, 이로부터 다시 암으로 

변환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Winawer, et al., 1993). 제거하지 않

은 용종으로부터 암이 발생하는 누적 위험도는 진단 5년 후 2.5-4%, 10년 후 8-

12%, 20년 후 24%이며(Stryker et al., 1987), 용종의 제거와 지속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대장용종 절제술은 대장암의 효과적인 2차적 예

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실시한 대장용종 절제에 의한 대장암 발생예방에 관

한 연구(World Cancer Research Fund, 2007)의 결과에 의하면 대장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모든 용종이 제거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대장 및 직장암의 

발병률이 70-90% 정도 낮게 나타나 암 발생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선종성 용종은 용종 절제 후에도 20-50%에서 재발하므로(Matek, Guggenmoos-

Holzman, & Demling, 1985) 용종의 재발방지, 암의 2차예방을 위해 추후검사가 

필요하다. 대장용종 절제 후의 추후검사는 용종 절제시 발견하지 못한 용종을 찾

아 제거하고 새로 발병한 병변을 찾아내며 처치한 병변의 국소 재발 유무를 알아

보는 것으로 미국 내시경학회의 권고안에서는 1개의 1cm이하 관상 선종만이 발

견된 경우 다음 검사는 최초 용종 절제 후 3-6년 후에 시행하고 직경이 1cm를 

넘거나 다발성 선종(3개 이상) 혹은 이형성이 심하거나 융모성 변화가 관찰된 경

우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3년 뒤에 추후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커다한 무경성 

용종 또는 수많은 용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완전 제거 후 6개월 내에 추후 검사

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ASGE, 2000). 이러한 대장용종과 대장암의 연구에서 

나타나 있는 대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대장용종의 제거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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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용종 및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 

   

대장암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률 및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종 중의 

하나로, 이는 서구화된 식이 및 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구 사

회에서 발병수준이 높았던 대장암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암종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대장암 환자의 75%에서 유전질환, 가족력, 염증

성 장 질환 등이 동반되지 않아 대장암의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문찬, 김도하, & 정태흠, 2002). 대장용종은 대장암의 전

구 병변이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은 대장암의 2차 예방으로써 중요

하지만 이들의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대장용종의 발생을 막는 1차 예방은 더

욱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많은 역학적 연구에서 붉은 고기 및 가공육 섭취, 비만, 

신체운동량 저하, 그리고 음주, 흡연 등과 대장용종 및 대장암 발병과의 관련성을 

보고해 오고 있다(김동현, 2009). 

 

1) 음주 

 

알코올의 경우 4,600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45g 이상의 

ethanol을 섭취하는 고 알코올 섭취군은 비음주자에 비해 대장암 발병위험이 41% 

증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주종과 관련 없이 관찰되었다(Cho et al., 2004). 

국내에서도 음주 빈도가 증가할수록 대장용종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

었다(김문찬 외, 2002). 과량의 알코올 섭취는 대장 점막에 자극과 손상을 주며 

대장 세포의 분화를 유도, 증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이현민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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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흡연은 대장암과 대장용종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많은데 흡연

량이 많을수록 대장용종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김문찬 외, 2002). 흡연시에는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tobacco-specific nitrosamines 

(TSNAs) 등을 포함한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CYP1A1, CYP1 A2, NAT-2, 

GSTM1 등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을 일으킬 수 있다(이현민 외, 2009). 

 

3) 식이요인 

 

대장암의 진행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환경적 요인 중 

식이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식이 요인은 오랫동안 대장

암과 대장용종의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Parkin, Olsen, & Sasieni, 2009). 15개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 연구(Larsson & Wolk, 2006)에 따르면 하루 육류 섭취량이 

120g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의 발생위험은 28% 상승하고, 가공육의 경우 30g 

섭취당 약 9% 위험도가 상승한다. 한편 고기 조리 방법과 대장암에 관한 연구

(Gerhardsson de Verdier, Hagman, Peters, Steineck, & Overvik, 1991)에서 

튀긴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대장결장암 발생률이 2.7배, 직장암 발생률이 6

배 상승한다고 하였고, 잘 익힌 고기를 선호하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발생률이 

약 3.5배 상승하였다. 고지방 섭취군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추적, 관찰하면서 대

장암 발생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코호트 연구(Goldbohm et al., 1994)에서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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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방 섭취량과 대장암 발생률의 관련성이 있었다. 대장직장암의 예방에 관한 

연구(Gwyn & Sinicrope, 2002; Lipkin, et al., 1999)에서 식물성 섬유소의 섭

취, 저지방식 등이 대장용종과 대장암 예방에 기여하였다. 고지방 섭취가 대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가설 중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고지방 식이가 장 내의 지방산과 bile acid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장내 세균에 의

해 변형되고 이러한 변형 산물이 발암물질이나 보조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 

대장암의 유발을 높인다고 본다(미국 암 연구소, 2007). 또한 섬유소 함유 음식

을 적게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많이 섭취하는 집단에서 대장암 발생이 감소하였

는데 이는 대변양의 증가 및 대장 통과 시간의 감소와 대장 내 암 유발인자의 

빠른 제거, 희석, 흡수 방해를 통하여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Trock, Lanza, & Greenwald, 1990).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붉은 고기 및 가공육 섭취, 고지방식이, 섬유질 

섭취가 적은 식습관은 대장암 및 대장용종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4) 운동 

 

최근 식이 요인 외에 육체적 활동량 부족이 대장용종 및 대장암의 발생 위험요

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암 등록 자료를 통해 결장-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의 직업을 육체적 활동량에 따라 범주화한 후 노동량이 많은 직업군에서 결장암

의 발생 위험이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Garabrant, Peters, Mack, & 

Bernstein, 1984), 신체활동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대장암의 발생위험이 줄어든다

고 보고하였다(Fraser & Pearce, 1993). 이것은 대변의 장내 통과시간이 짧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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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대변 내 발암물질과 장 점막이 접촉할 시간이 줄어들어 발암과정을 억제

한다는 가설(Burkitt, Walker, & Painter, 1972)에 근거하고 있다(김동현, 2009).  

 

 

3. 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 : HBM) 

 

건강신념 모델은 사회심리학자 Lewin(1951)의 장이론(field theory)를 바탕으

로 Rosenstock(1974)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은 부정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

역으로 옮아 가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지각세계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처음에는 예방적 건강행위를 취하는데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후에 수정, 확대되어 질병행위와 환자 역할 행위까지 설명

하게 되었다(이은남, 1998).  

이 이론은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여 

현재의 주관적 지각에 따라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예방행위란 자신이 건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

한 것이 건강신념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예방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

은 그 행동을 하도록 준비된 개인의 심리 상태와 권고된 행위에 포함된 지각된 

비용과 장애성의 정도에 대한 유익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Rosenstock, 1974). 건강신념의 구성개념으로는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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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전혀 없다고 

믿는 것부터 아주 높다고 믿는 것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행위를 할 가능성도 개인

이 질병에 대해 지각하는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질병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상태로 놔둘 

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사망, 불구, 통증 등 의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직장, 가족, 이웃 등에 관한 사회적 측면도 포함한다.  

 

3)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 

 

행위를 함으로써 질병에 걸릴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지

각하는 것이다. 즉, 건강행위가 가능하고 효과적이라고 지각할 때 예방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4)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건강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는 건강행위를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즉,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보다 행위를 함으로써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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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장애(통증, 비용, 시간 등)가 더 크다고 지각하여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아

지게 된다.  

 

건강신념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는데 주로 예방적 건강행위인 운

동이나 다이어트 등의 건강증진 행위와 흡연, 음주, 암 등 건강위협 행위를 예측

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대장암 인식 및 대장암 검진행

위와 건강신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일부 지역에서 850명을 대상으

로 대장암 검진행위와 건강신념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James, Campbell, & 

Hudson, 2002) 장애성이 낮을수록, 유익성이 클수록 대장암 검진행위를 잘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성으로는 의사의 권고 부족(55%), 검사시 수반되는 

고통(45%), 높은 비용(32%), 검사에 대한 두려움(22%), 검사 준비의 어려움

(20%)으로 나타났고, 유익성으로는 가족을 위함(86%), 의사의 권고에 따름

(76%), 좋은 건강을 유지(75%),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남(73%)이라고 보고하

였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60세 이하 대상자 1087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

장암에 대한 건강신념을 조사한 연구(Jacobs, 2002)에서는 심각성이 높을수록, 

장애성이 낮을수록 대장암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을 대상으로 실

시한 대장암 검사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검진 이행에 있어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은 ‘의사의 권유’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요인으로는 조기 검

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검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Janz, Wren, Schottenfeld, & Guire, 2003). 국내에서 대장암 인식 및 검진 

행위와 건강신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으며, 대장용종군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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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 모델은 인간의 내적 요인인 신념만을 주로 강조하며 주변 상황, 주변 

사람,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배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장용종 환자의 건

강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신념의 변화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장용종 및 대장암 발생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가족력을 포

함한 유전적 요인과 면역학적 요인, 호르몬적 요인, 직업성 발암물질 및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환경

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uchs, et al., 1994). 성인 이후의 생활 

습관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부간의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부부는 유전적인 배경이 다르지만 수년 동안 식이, 취미, 흡연, 

음주, 성생활 등과 같은 공동 요인과 함께 집안 환경과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성인 이후의 생활환경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방법이다. 25,67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의 연구에서 전체 암 환자 

수가 7,812명이며 부부 모두 전체 암에 걸린 환자 수는 834쌍, 폐암 13쌍, 대

장암 11쌍, 위암 2쌍이었다(Izumi, Imai, & Nakachi, 2004). 이 연구에 의하면 

한쪽 배우자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 상대 배우자도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이 부부에서 유사하기 때문

이며,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러므로 건강증진 행위에 있어서 부부의 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활양식과 건강행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장

용종 환자들은 규칙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고 대장용종 위험요인을 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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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건강 행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건강전문인으로서 건강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간호중재를 통해 이들의 건강 신념 사정과 건강행위 변화

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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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두 그룹간 대장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

악하고,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건강 증진 행위와 장애요인의 차이

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A 

종합병원에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소화기내과 단기시술환자로 대

장용종 절제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 80명(대장용종군)과 환자 및 보호자들 중 대

장내시경 결과가 정상이었던 80명(비용종군)을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를 정함에 있어서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Cohen(1987)이 제시

한 표본 크기표(sample size table)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

크기 0.5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크기는 한 그룹 당 최소 64명씩 모두 128명

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설문지의 대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150명을 초기 대상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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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내분비 질환, 정신질환이 없는 자  

-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알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대

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6문항, 지각된 심각성 5문항, 지각된 유익성 1문항, 지각

된 장애성 8문항, 건강증진 행위 측정은 흡연유무, 음주유무, 식습관 10문항, 운동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증진 행위 장애요인은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1) 대장암에 대한 인식 조사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대학에서 만

든 것으로 역학자와 임상전문의사, 심리학자가 초안을 만들어 50명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거쳐 신뢰도를 검증 받고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2009)이 번역한 

도구이다. 본 연구도구는 간호대학 교수 2명과 소화기내과 교수 1명의 조언을 받

은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건강신념 모델을 근거로 지각된 민감

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인구학적 특성 항목들로 구성

되었다. 설문 내용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대상자가 예 또는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거나 4점 척도 또는 5점 척도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도

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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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은 본인이 대장암의 위험요인을 가지

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예”는 2점, “잘 모르겠음”은 1점, “아

니오”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은 설문자가 만약 대장암에 걸린다면 대장

암이 자신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정도, 가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및 경

제적 부담의 정도, 대장암 진단에 따른 비관적인 심리변화 등에 관한 질문으로, 5

가지 측정방법으로 “전적으로 동의”는 4점, “동의”는 3점, “잘 모르겠음”은 

2점, “동의하지 않음”은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은 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은 대장암 검진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역문항으로 “전적으로 동의”는 0점, “동의”는 1

점, “잘 모르겠음”은 2점, “동의하지 않음”은 3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

음”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은 두가지 형태로 측정하였는데 ① 대장암 

검진 후 발생할 수 있는 천공, 통증, 수치심, 공포와 같은 지각된 부정적인 건강상

태와 심리상태(Perceived health / psychological barrier to screening) ② 금전, 

시간, 어디서 검사해야 될지 모름을 포함하는 지각된 접근성 장애성(Perceived 

access barrier)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으로 “전적으로 동의”는 4점, “동의”

는 3점, “잘 모르겠음”은 2점, “동의하지 않음”은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이 대장암 검진을 위해 장하제인 콜론라이트 복용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을 경험하여 간호대학 교수 2명과 소화기내과 교수 1명의 조언을 받

은 후 “장하제 복용의 어려움”을 추가시켰다. 측정방법으로 “전적으로 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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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동의”는 3점, “잘 모르겠음”은 2점, “동의하지 않음”은 1점, “전적으

로 동의하지 않음”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0.70(지각된 민감성), 0.69(지각된 심

각성), 0.73(지각된 부정적인 건강상태와 심리상태), 0.42(지각된 접근성 장애성)

으로 나타났다.  

 

2) 건강증진 행위  

 

건강증진 행위는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 있는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4개 영역

으로 구성된다. 흡연 및 음주여부와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된 식습관, 운동을 측정

하기 위해 박수호 등(200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식습관 문항수는 총 10문항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에 1점, 

“아니다”에 2점,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질문의 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2점 이하는 불건강한 식습관, 3점 이상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습관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운동은 총 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에 1점, “아니다”에 2점,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질문의 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2점 이하는 운동량이 낮음, 3점 이상은 운동량이 높음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운동량이 높음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0.56(식

습관), 0.73(운동)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술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대장암 예방을 위해 육류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꾸준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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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 기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장용종군 80명과 비용종군 80명 환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는 구두동의를 통해 연구목적을 이해하며, 참여를 수

락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뒤 직접 기록하게 하였고 대장용종 제거 유무, 과거력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마치고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설문

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총 15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5부(3.3%)

가 미회수 되었고, 응답이 누락되거나 대장용종 제거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17부

(11.3%)의 설문지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아 최종 128부(85.3%)가 본 연구

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와 서울아산병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2010-0708)을 받아 실시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통계방법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 25 - 

 

 

2)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장암에 대한 인식, 건강증

진 행위의 장애요인,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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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일반적인 특성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 

수, 교육수준, 개인 월소득, 가정 월소득을 조사하였으며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표1>. 

응답자의 성별은 대장용종군에서 여성이 27명(41.5%)으로 남성보다 적었으며, 

비용종군에서는 여성이 33명(52.4%)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나이는 대장용종군에서 60대 이상이 46명(70.8%), 비용종군에서 60대 이상이 

45명(71.4%)으로 두 그룹 모두 60대 이상이 많았다.  

배우자 유무는 대장용종군에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62명(95.4%), 비용종

군에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58명(92.1%)으로 두 그룹 모두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대장용종군에서 57명(89.1%), 비용

종군에서 56명(88.9%)이였다.  

교육수준은 대장용종군에서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28명(43.1%)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23명(35.4%)이였으며, 비용종군에서는 대학교 졸

업이상이 32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21명

(33.3%)으로 많았다. 

개인 월 소득수준은 대장용종군에서 300만원 이상이 21명(34.4%), 비용종군

에서 100만원 미만이 24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월 소득은 대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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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에서 300만원 이상이 35명(58.3%), 비용종군에서 300만원 이상이 32명

(52.5%)이였다.  

 

표 1.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인 
특 성 

구 분 
대장용종군 비용종군 Ⅹ2 or 

Fisher 
P- 

    value N (%) N (%) 

성별 
남 38(58.5) 30(47.6) 1.106 0.292 

여 27(41.5) 33(52.4)   

나이 

40-50 7(10.8) 4(6.4) 0.952 0.621 

51-60 12(18.5) 14(22.2)   

60이상 46(70.8) 45(71.4)   

배우자 
무 3(4.6) 5(7.9) 0.168 0.488 

유 62(95.4) 58(92.1)   

동거  
가족수 

없음 7(10.9) 7(11.1) 0.000 1.000 

있음 57(89.1) 56(88.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4(21.5) 10(15.9) 0.993 0.608 

고등학교 졸업 23(35.4) 21(33.3)   

대학교 졸업이상 28(43.1) 32(50.8)   

   
*p<.05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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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대장용종군
N (%) 

비용종군 
N (%) 

Ⅹ2 or 
Fisher 

P-
value 

      

 
개인  
월소득 

100만원 미만 15(24.6) 24(38.1) 3.693 0.296 
100-200만원 10(16.4) 11(17.5)   
200-300만원 15(24.6) 9(14.3)   
300만원 이상 21(34.4) 19(30.2)   

    
    
 
가정  
월소득 

100만원 미만 7(11.7) 11(18.0) 2.043 0.563 
100-200만원 6(10.0) 9(14.8)   
200-300만원 12(20.0) 9(14.8)   
300만원 이상 35(58.3) 32(52.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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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신념 차이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의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그 외 지각된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to CRC)에서 대장용종

군의 평균점수는 4.06이었고, 비용종군의 평균점수는 2.57으로 대장용종군이 비

용종군보다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민감성

은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763, p=.006).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to CRC)에서 대장용종군의 

평균점수는 14.09이었고, 비용종군의 평균점수는 14.89로 비용종군이 대장용종군 

보다 심각성이 더 높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1.234, p=.220).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 of screening test)은 대

장용종군의 평균점수는 3.09이었고, 비용종군의 평균점수는 2.89으로 대장용종군

이 비용종군보다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912, p=.372).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of screening test)에서 

지각된 건강 및 심리적 장애성(Perceived health/psychological barrier)은 대장

용종군의 평균점수는 6.98이었고, 비용종군의 평균점수는 8.07으로 비용종군이 

대장용종군보다 건강 및 심리적 장애성이 더 높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57, p=.102). 지각된 접근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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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Perceived access barrier)은 대장용종군의 평균점수는 4.60이었고, 비용종군

의 평균점수는 4.56으로 대장용종군이 비용종군보다 접근성 장애성이 더 높게 인

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21, 

p=.916). 대장암 검사 전 대장 청소를 위한 장하제(콜론라이트) 복용의 어려움은 

대장용종군의 평균점수는 3.32이었고, 비용종군의 평균점수는 3.44으로 비용종군

이 대장용종군보다 장하제(콜론라이트) 복용의 어려움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25, p=.415). 

 

표 2.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신념 차이 

                                                               단위: 명(%) 

건강 신념 대장용종군 비용종군 t P-
value M±SD M±SD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4.06±3.45 2.57±2.62 -2.763 0.006*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14.09±4.10 14.89±3.18 1.234 0.220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3.09±1.10 2.89±1.24 -0.912 0.372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   

   

1) 건강 및 심리적 장애성 6.98±3.36 8.07±3.90 1.657 0.102 

   

2) 접근성 장애성 4.60±1.63 4.56±2.56 -0.121 0.916 

   

3) 장하제(콜론라이트) 
복용의 어려움 

3.32±0.86 3.44±0.85 0.825 0.415 

     
*p<.05 



- 31 - 

 

 

3.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 

 

건강증진 행위는 흡연여부, 음주여부, 식습관, 운동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중 음

주여부만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여부, 식습관, 운

동은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흡연 여부에서 비흡연자는 대장용종군이 53명(81.54%), 비용종군이 50명

(80.65%)으로 흡연자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Ⅹ

2=0.000, p=1.000). 음주 여부에서 알코올 섭취자는 대장용종군에서 48명

(73.85%)으로 비용종군에서 31명(50.0%)보다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Ⅹ2=6.694, p=0.009). 

고섬유소, 저단백, 저지방 식이를 주로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에서 모두 낮았는데, 불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대장

용종군에서 61명(93.85%), 비용종군에서 59명(93.65%)으로 두 그룹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Ⅹ2=0.000, p=1.000).  

 운동량이 많은 대상자는 대장용종군에서 52명(82.54%), 비용종군에서 57명

(91.94%)으로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에서 모두 높았으며, 두 그룹간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Ⅹ2=1.701, 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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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 

단위: 명(%) 

항 목 구 분 대장용종군 비용종군 Ⅹ2 or 
Fisher 

P-value 

N(%) N(%) 

 
흡연 여부 

 
Yes 12(18.46) 12(19.3)

 
0.000 

 
1.000 

 No 53(81.54) 50(80.6)

 
음주 여부 

 
Yes 48(73.85) 31(50.0)

 
6.694 

 
0.009* 

 No 17(26.15) 31(50.0)

    

식습관 Low 61(93.85) 59(93.6) 0.000 1.000 

High 4(6.15) 4(6.3)   

    
운동 Low 11(17.46) 5(8.06) 1.701 1.000 

High 52(82.54) 57(91.94)   

*p<.05 
 

 

4.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술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대장암 예방을 위해 육류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꾸준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 4>와 같다.  

 

담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에서 대장용종군은 개인적인 요인(스트레스, 습관성

으로, 피우고 싶어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15명(93.75%)이고, 환경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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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직장회식, 대인관계 유지, 지인들의 권유)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1명

(6.25%)이였다. 비용종군은 개인적인 요인(스트레스, 습관성으로, 피우고 싶어서)

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18명(100.00%)이고, 환경적인 요인(사회생활, 직장회식, 

대인관계 유지, 지인들의 권유)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대장용종군과 비용

종군 모두 개인적인 요인이 높게 나왔다.  

술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에서 대장용종군은 개인적인 요인(스트레스, 피로해서, 

습관성으로, 좋아해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41명(48.79%)이고, 환경적인 요인(사

회생활, 직장회식, 대인관계 유지, 가족행사, 외식, 지인들의 권유)으로 대답한 응답

자는 43명(51.19%)이였다. 비용종군은 개인적인 요인(스트레스, 피로해서, 습관성

으로, 좋아해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30명(44.78%)이고, 환경적인 요인(사회생활, 

직장회식, 대인관계 유지, 가족행사, 외식, 지인들의 권유)으로 대답한 응답자 37명

(55.23%)이였다.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 모두 환경적인 요인이 높게 나왔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에서 대장용종군은 개인적

인 요인(좋아해서, 몸이 허해서 가끔 섭취해야 될 것 같아서, 식습관 때문에)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59명(74.69%)이고, 환경적인 요인(사회생활, 직장회식, 가족행

사, 외식, 배우자 또는 가족이 육류를 좋아해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20명

(25.32%)이였다. 비용종군은 개인적인 요인(좋아해서, 몸이 허해서 가끔 섭취해

야 될 것 같아서, 식습관 때문에)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68명(70.85%)이고, 환경

적인 요인(사회생활, 직장회식, 가족행사, 외식, 배우자 또는 가족이 육류를 좋아

해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28명(29.16%)이였다.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 모두 

개인적인 요인이 높게 나왔다.  

꾸준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대장용종군은 개인적인 요인(시간부족, 게

을러서, 피곤해서, 좋아하지 않음, 금전적인 부담, 다리 통증 때문에, 습관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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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70명(86.41%)이고, 환경적인 요인(사회생활, 바쁜 업

무, 과도한 과음)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11명(13.58%)이였다. 비용종군은 개인적

인 요인(시간부족, 게을러서, 피곤해서, 좋아하지 않음, 금전적인 부담, 다리 통증 

때문에, 습관이 안되서)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67명(91.59%)이고, 환경적인 요인

(사회생활, 바쁜 업무, 과도한 과음)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8명(8.42%)이였다. 대

장용종군과 비용종군 모두 개인적인 요인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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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  

단위 : 명(%) 

 대장용종군 비용종군 

장 애 요 인 N(%) N(%) 

담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개인적인 요인  
- 스트레스 
- 습관성으로, 피우고 싶어서  

15(93.75) 18(100.00) 
 

  환경적인 요인 
- 사회생활(직장회식), 대인관계 유지 
- 지인들의 권유  

1(6.25) 0(0.00) 

술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개인적인 요인 
- 스트레스 
- 피로해서 
- 습관성으로, 좋아해서  

41(48.79) 30(44.78) 

환경적인 요인 
- 사회생활(직장회식), 대인관계 유지 
- 가족행사(외식), 지인들의 권유 

43(51.19) 37(55.23) 

 
대장암 예방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개인적인 요인 
 - 좋아해서 
 - 몸이 허해서 가끔 섭취해야 될 것 같아서 
 - 식습관 때문에  

59(74.69) 68(70.85) 

 환경적인 요인 
   - 사회생활(직장회식), 가족행사(외식)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육류를 좋아해서 

20(25.32) 28(29.16) 

꾸준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개인적인 요인 
- 시간부족, 게을러서, 피곤해서, 좋아하지 않음 
- 금전적인 부담, 다리 통증 때문에  
- 습관이 안되서 

70(86.41) 67(91.59) 

환경적인 요인  

- 사회생활, 바쁜 업무, 과도한 과음  11(13.58) 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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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을 대상으로 대장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하고,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건강 증진 행위 차이와 장애요인을 확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방향과 전략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도

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1.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의 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수, 

교육수준, 개인 월소득, 가정 월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있어서 대장용종에 관한 연구(김광호 & 박응범, 1995)에서는 2:1로 남

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 사례를 보고한 연구(Bockus, 1976)

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장용종의 임상적 고찰 

연구(이동희 외, 2000)에서 성별과 용종의 빈도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한국인의 

대장용종에 관한 연구(설익주 & 현신해, 1985)에서는 대장용종의 발생에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장용종의 연령별 발생빈도를 보면 40-50세에 7명(10.8%), 

51-60세 12명(18.5%), 60세 이상 46명(70.8%)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용종 

환자가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이 46명(70.8%)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장용종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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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고찰(이동희 외, 2000)에서도 대장용종은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와 용종의 

수가 증가하고 세포 이형성의 정도가 심해지며 크기가 큰 용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나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국인에 있어서 대장용종의 

연구(윤세진 외, 1991)에서도 40대에서 24.7%로 제일 높은 빈도를 보인 후 

60대까지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장용종에 관한 연구(김광호 & 박응범, 1995)에서도 40대에 24.2%로 30대 

9.3%에 비하여 월등히 상승하였으며 그 후 60대까지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70

대에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이 46명(70.8%)로 가장 많

았으며, 40대가 7명(10.8%)로 가장 낮았다. 노년층의 증가로 대장용종이 노인

군에서 호발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신념 정도 

 

본 연구에서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의 지각된 민감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그 외 지각된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to CRC)에서 

대장용종군(4.06±3.45)은 비용종군(2.57±2.62)에 비하여 민감성이 높았다

(t=-2.763, p=.00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노년 대상자의 대장암 검진행위와 

건강신념에 관한 연구(이주현, 2006)에서 대장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건

강신념을 연구한 결과 대장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유익성이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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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으로 건강 동기, 자신감, 장애성, 심각성, 민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용종군이 대장용종군보다 민감성이 낮은 이유는 비용종군이 대장내시

경 검사 후 결과가 정상이어서 자신이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대장용종군은 대장용종 절제 후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장암의 증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며, 대장내시경을 통한 조기검진, 특히 위험군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교육 역시 필요하다. 또한 이런 것들에 선행하여 대장암에 대한 위험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장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to CRC)은 대장용종군

(14.09±4.1)과 비용종군(14.89±3.18)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234, 

p=.220). 대장암 검진과 건강신념에 관한 연구(Gipsh, Sullivan, & Dietz, 2005)

에서 건강신념을 조사한 결과 심각성이 가장 평균 평점이 높았고 유익성, 건강동

기, 장애성, 민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 간에 평

균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대장암 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시행했었

던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 of screening test)은 

대장용종군(3.09±1.1)과 비용종군(2.89±1.24)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0.912, p=.372). 대장암 검진행위와 건강신념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James, 

et al., 2002)에서는 유익성이 클수록 대장암 검진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에서 지각된 건강 및 심리적 장애성

(t=1.657, p=.102), 지각된 접근성 장애성(t=-0.121, p=.916), 장하제(콜론라

이트) 복용의 어려움(t=0.825, p=.415)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장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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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료 추구시기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구현경, 

1995) 결과에서 지각된 장애성이 의료추구시기의 지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

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건강신념 모델에 의하면 지각된 장애성이 유익성보다 클 

경우 바람직한 건강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장암 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나 TV, 잡지, 신문, 서적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에 노출

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장암 예방에 관한 홍

보활동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를 앞둔 환자들

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위협적인 사건으로 검사에 대한 불편감 및 불안을 초래하

므로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정서적 지지 및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대장내시경 검

사 후에 발생하는 복부 불편감은 대부분 검사 중에 과도하게 주입한 공기에 의해 

대장이 늘어나서 발생하므로 검사 중에 공기를 가능한 적게 주입하고, 검사 시간

을 짧게 하고, 내시경을 항문에서 제거할 때 공기를 함께 제거해 주는 방법을 이

용하여 검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복부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김정구 외, 

1999). 그리고 검사 후 대장과 소장에 자극을 주고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운동을 

하여 가스를 배출하도록 격려하며 변의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화장실

을 가도록 하는 방법(오경주, 2004)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하제(콜론라이트) 복용의 어려움은 대장용종군(3.32±0.86)과 비용종군

(3.44±0.85)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825, p=0.415). 대장검사

의 전처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처치의 용액, 병합 약제, 용액 복용 시기, 복용 

온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환자의 불

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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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  

 

본 연구 결과 음주여부만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흡연

여부, 식습관, 운동은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장용종 및 대장암의 발생은 고지방성 및 저섬유성 식습관과 흡연, 음주 등 불

건강한 생활습관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장암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연, 절주, 저지방 식이, 고섬유성 식이섭취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쉽게 바꾸기 어려운 흡연, 음주 등 불건

강한 생활습관과 고지방, 저섬유성 식습관 등으로 인해 대장용종 및 대장암의 발

생률과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동현, 2009).  

S장 결장 검사에서 발견된 대장용종의 예방에서 흡연과 알코올의 관련성을 연구

(Longnecker et al., 1996)한 결과 비용종군에 비해 대장용종군에서 유의하게 흡연

량과 음주량이 높아 흡연과 음주가 대장용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 설문을 통한 조사였던 점과 설문 대상자

의 흡연자 수가 매우 적어 흡연과 대장용종 발생의 상관관계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무증상 한국성인에서 대장용종의 위험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김문찬 외, 2002)에서 음주 빈도가 증가할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장용종의 빈

도가 증가하였으며 흡연과 음주, 대장용종의 관련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et al., 2000)

에서 흡연은 대장용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음주와 대장용종간에 관련이 없

다는 연구(Benito, Cabeza, Moreno, Obrador, & Bosch, 1993)가 있으므로 흡연 

및 음주와 대장용종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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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에서 모두 낮

았는데, 불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대장용종군에서 61명(93.85%), 비용종

군에서 59명(93.65%)으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Ⅹ2 =0.000, 

p=1.000). 경주∙포항 지역에서의 대장용종의 임상적 특성과 위험인자의 연구(남

지형, 2006)에서 신선한 채소를 주 1회 이하 섭취하는 경우와 주 2회 이상 섭취

하는 경우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실험군에서 대장용종 발생이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장용종군이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았음에도 비용종군과 비

교시 흡연, 식습관, 운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증진 행

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의 건강증진 행위 장애요인에서 담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 모두 개인적인 요인(스트레스, 습관성으로, 피우고 

싶어서)이 많았으며, 술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대장암 예방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꾸준한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

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장애 요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장용종군

과 비용종군 모두 대장용종 예방을 위해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의 잘못된 생활

습관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건강증진 행위 장애요인에서 환경적인 요인도 많

았는데 부부간의 암 발생률과 일반 인구의 암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이동훈, 

2009)를 살펴보면 대장암의 경우 부부간의 암 발생률이 일반 인구의 암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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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공유된 환경적인 

요인이 암 발생에 서로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이 

부부간에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중재 

및 교육이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대장용종의 예방을 위해 첫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대장용

종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 절주,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생활의 

생활습관을 통해 적극적인 개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흡연, 음주, 불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등 생활습관의 변화를 돕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대장용종에 대해 의학, 영양, 간호부분에서의 더욱 더 

활발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대장암 인식 정도와 대장암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행위 및 장애요인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간호사가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 신념 사정과 건강행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교육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대장암 조기 검진 및 대장암 예방을 위한 개인, 가족, 직장, 사

회 전반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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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을 대상으로 대장암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하고,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건강 증진 행위 차이와 장애요인을 확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방향과 전략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

도된 서술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A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장용종군 80명과 비용종군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아시아지역의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대학에서 만든 것으로 역학자와 임상전문의사, 심리학자가 초

안을 만들어 50명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거쳐 신뢰도를 검증받고 소화기내과 

교수 변정식(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교수 2명과 

소화기내과 교수 1명의 조언을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으로 서술적 통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에서 대장용종군(4.06±3.45)이 비용종군(2.57±

2.62)에 비하여 민감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2.763, p=.006). 대장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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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성, 대장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은 대장용종군과 비용종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음주 여부에서 알코올 섭취자는 대장용종군에서 48명(73.85%)으로 비용종군

에서 31명(50.0%)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Ⅹ

2=6.694, p=0.009). 그러나  흡연 여부, 식습관, 운동은 대장용종군과 비용종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대장용종 발생과 관련있는 담배, 술, 식습관, 운동의 건강증진 행위의 장애요인 

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1개 종합병원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환자 및 보호자

로 제한됨으로 일반화 할 수 없으므로 표본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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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용종 제거 후 건강증진 행위의 

변화 의도와 준비도에 따른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재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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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은지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장용종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므로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리고 절대 비

로 하겠습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꼭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서 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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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에 대한 인식 및 건강증진 행위 관련 조사 

 

 

Ⅰ. 대장암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아래 열거한 내용 중 대장암의 위험요인으로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칸에 V표 하여주십시오.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1) 대장질환    

2) 과도한 기름진 음식 섭취    

3) 과도한 육류 섭취    

4) 과도한 기름에 튀긴 음식 섭취    

5) 비만    

6) 흡연    

 

 

2) 귀하는 다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V표 하여주십시오. 

 

   * 내가 대장암에 걸린다면 …… 

 

 

문 항 내 용 

전적으로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

겠음 

1) 나는 매우 근심,  

걱정이 될 것이다 

     

2) 가족들이 매우 당

황 할 것이다. 

     

3)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4) 나는 비관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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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적으로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 

겠음 

5)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 제외) 

     

 

3) 귀하는 다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V표 하여주십시오. 

 

* 대장암 검진은…………. 

 

 

문 항 내 용 

전적으로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 

겠음 

1) 위험하다      

2) 불편/불쾌감을 유발 

한다 

     

3) 수치심을 유발한다      

4) 두렵다      

5) 너무 비싸다      

6) 검진 받을 시간이 

 없다 

     

7) 어디서 검사해야 

 하는지 모른다 

     

8) 대장암 예방에  

별 도움이 안된다 

     

9) 검사 전 대장 청소

를 위해 먹는 장하

제인 콜론라이트 복

용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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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증진 행위 

 

4) ‘음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현재 술을 드십니까?  

 

□1 예  

□2 아니오 (술을 못 마시거나 처음부터 술을 안마셨다)  

 

5) 술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예   

□2 아니오 

  

7) 담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다음은 귀하의 식사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표 하여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유나 유제품(요쿠르트, 요플레 등)을 

  매일 1 병 이상 마신다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4) 과일(1 개)이나 과일 쥬스(1 잔)을 매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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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 회 

 이하 먹는다 

    

6) 지방이 많은 육류 (삼겹살, 갈비, 장어 

 등)을 주 2 회 이하 먹는다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되도록 넣지 않는다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9) 아이스크림, 케잌, 과자류,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주 2 회 이하 먹는다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다     

 

9) 대장암 예방을 위해 육류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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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on cancer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patients who have undergone colonoscopic 

polypectomy 
 

 

                                                     Seo, Eun J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colon cancer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barrier 

factors between colon polyp group and non colon polyp group. Eighty 

participants in each group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A two-group, 

comparative, descriptive design was used.  

 The research method was established by Hong Kong University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colon cancer among the public in Asia. It 

received credibility after a pilot study tested on fifty individuals whi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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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ed by a panel of epidemiologists, clinicians, and psychologists and the 

resear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Jung-sik Byeon(2009), a professor 

in gastroenterology. The research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after 

advisement from two professors of college of nursing and one professor from 

the gastroenterology depar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0th to November 19th, 201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2 program.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1.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lorectal cancer (CRC) of colon polyp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 colon polyp group(p=.006). Perceived 

severity to CRC, perceived benefit and barriers of screening tes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2. Alcohol drinking among colon polyp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 colon polyp group(p=0.009). However, smoking,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3. The barrier factor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ssociated with CRC 

such as smoking, alcohol drinking,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were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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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at the nursing program 

using personal organizational strategies be developed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preventing colon polyp and colon cancer. 

 

 

 

 

 

 

 

 

 

 

 

 

 

 

 

 

 

 

                                                                              

Key words: colon polyp, colon cancer percep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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