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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본 논문은 국내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17년 서울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의 소화기내

과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 96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질병인식은 Weinman, Petrie, 

Moss-Morris, & Horne(1996)이 개발한 도구를 Broadbent, Petriee, Main & 

Weinman(2006)이 수정한 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성연실과 이영

휘(2011)가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질병관련 지식은 Yoon 등(2017)이 

개발한 염증성 장질환 지식 도구(Inflammatory bowel disease-related knowledge)

로 측정하였다. 또한 자가간호행위는 관련 문헌 및 웹 사이트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

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남성(70.8%), 미혼(62.5%), 대학교 졸업자 이상

(77.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3.64±10.47세였다. 대상자의 진단 후 경과 기간

은 평균 8.69±6.13년이었다. 크론병으로 인해 입원 경험이 있는 자는 79.2%, 수

술 경험이 있는 자는 44.8%로 나타났다. 질병 활동도는 대부분 관해기(65.6%) 

상태로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은 면역조절제 55.2%, 생물학제제 51.0%, 항염증제 

34.4%, 스테로이드제 9.4%로 나타났다.

2. 질병인식은 총 80점 만점에 38.48±6.47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간적 경과(timeline) 8.01±1.98점, 질병의 특성(identify) 7.59±2.12

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치료적 조절(treatment control)은 1.88±1.6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대상자의 특성 중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 고등학교 졸업 집

단,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 입원 횟수가 5회 이상인 집단, 질병 활동도가 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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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증 활동도 집단이 질병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3. 질병관련 지식은 총 21점 만점에 평균 14.40±3.50점으로 중상 수준이었다. 하위 

영역 중 수술(86.5%), 예방접종(81.3%)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고, 임신과 출산

(44.8%)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대상자의 특성 중 대학교 졸업 이상 집

단, 입원 횟수가 5회 이상인 집단, 질병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질병관련 정

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4. 자가간호행위는 총 88점 만점에 61.26±8.59점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하

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외래 방문 영역 3.62±0.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금연 영역 3.61±0.9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 영역은 1.72±0.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가간호행위를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운동, 금연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질병관련 정보를 얻는 경험이 있

는 집단이 운동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5. 질병인식과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질병인식과 스트레

스 관리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08, p=.042). 

6.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간호행위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질병관련 

지식과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인 금연(r=.220, p=.032), 약물(r=.202, 

p=.048), 금주(r=.204, p=.046), 운동(r=.285, p=.005), 식이(r=.203, p=.047), 

지지(r=.218, p=.033)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크론병 환자의 전반적인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크론병 환자를 위한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크론병 환자의 치료 목표인 질병의 관해를 유도하고 유지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크론병,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 1 -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 장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든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박재준 et al., 2017). 크론병은 이미 서양에서

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는 드문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왔지만(박재

준 et al., 2017; Molodecky et al., 2012), 최근 역학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드물게 

발생하였던 아시아권에서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Kim et al., 2015; Molodecky et al., 2012; Ng, 2014).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크론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는 대부분 질병 중증도에 따라 

관해(remission)를 유도 및 유지하기 위한 면역조절제, 스테로이드제, 생물학제제 등

이 투여되고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고려하나, 아직까지 완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다(박재준 et al., 2017).  

  이렇듯 크론병은 난치성 질환이자 관해와 갑작스러운 재발의 반복으로 끊임없이 관

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인간관계, 여가 활동, 사회· 경제적

인 활동 등의 장애로 이어져, 주 발병연령인 10대에서 20대의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Lesnovska, Frisman, 

Hjortswang, & Börjeson, 2016; Pihl-Lesnovska, Hjortswang, Ek, & Frisman, 

2010).

  2013년 영국 국립 임상평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크론병 환자 관리를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진은 

크론병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금연, 약물복용 이행, 식이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Mayberry, Lobo, Ford, & Thomas, 2013). 선

행연구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들이 약물복용, 금연 등의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질병의 경과 및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nti & Sel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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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ae et al., 2016; Underner et al., 2016). 이렇듯 크론병 환자의 건강을 유

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가간호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이들의 전반적인 자

가간호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를 위한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인식은 개인이 질병에 대

해 갖고 있는 조직화된 인지적 표상 또는 신념으로(Petrie, Jago, & Devcich, 2007),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신념을 갖게 된

다(Petrie, & Weinman, 2006). 만성질환에서의 질병인식은 치료이행, 기능 회복과 

같은 결과와 질병의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 요인이며,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질병인식이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행위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Petrie, Jago, & 

Devich,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질병인식과 자가간호행위, 건강행위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질병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연실, & 이영휘, 2011; 최은하, 2012). 따라서 질병인식은 개인마다 가지

고 있는 질병인식을 통해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관련 지식은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이행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

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Eaden, Abramsm & Mayberry, 1999). 선행연구에서 염증

성 장질환 환자들이 약에 대해 한정된 지식을 가진 경우에 치료를 이행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치료이행은 관해기 상태의 환자들에게 재발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ae et al., 2016). 또한 다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간호 수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강성금, 이은남, & 이성원, 

2014), 질병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

은 et al., 201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이 자가간호행위와 유의한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

로 약물복용 이행에 대한 신념과 태도(Kim et al., 2016), 크론병 환자의 약물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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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안상봉, 2007) 등 주로 복약 이행에 관한 연구

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간호학 분야에서는 크론병 환자의 자가

간호행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국외 간호학 분야에서는 염증성 장질

환 환자의 자가관리 중재 및 효과에 대한 고찰(Barlow, Cooke, Mulligan, Beck, & 

Newman, 2010; Conley, & Redeker, 2016),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가관리 프로

그램의 효과(Gethins, Duckett, Shatford, & Robinson, 2011), 염증성 장질환 환자

의 자가간호에 대한 질적 연구(Wickman, Yngman-Uhlin, Hjortswang, Riegel, 

Stjernman, & Frisman, 2016), 크론병 환자의 식이 지지 프로그램의 효과(Nunotani, 

2017) 등 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가간호를 위한 중재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정도

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여,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  

     가간호행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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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질병인식

  1) 이론적 정의 

    환자가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화된 인지적 표상 또는 신념이다(Petrie, 

Jago, & Devcich, 2007). 

  2) 조작적 정의 

    Weinman, Petrie, Moss-Morris, & Horne(1996)이 개발하고, Broadbent, 

Petrie, Main & Weinman(2006)이 수정한 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의 한국어판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질병관련 지식 

  

  1) 이론적 정의 

    질병에 관한 해부학, 역학 등의 일반적 지식과 치료, 식이 및 합병증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한다(Eaden, Abrams, & Mayberyy, 1999).

  2) 조작적 정의 

    Yoon 등(2017)이 개발한 염증성 장질환 지식 도구(Inflammatory bowel 

disease-related knowledge)에서 궤양성 대장염 관련 내용을 제외한 문항을 측정

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관련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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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가간호행위

    

  1) 이론적 정의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기능을 발

휘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이다(Orem, 198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한(부록 5, 부록 6)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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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먼저 크론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연구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크론

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 문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A. 크론병 개요 및 관리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 장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박재준 et al., 2017), 1932년 Crohn 등에 의해 국한성 회장

염(regional ileitis)으로 기술되었고, 이후 크론병(Crohn's disease)으로 불리게 되었

다(Crohn, Ginzburg, & Oppenheimer, 1932). 

  크론병의 연간 발병률은 100,000명당 유럽에서 12.7명, 북미에서는 20.2명, 아시아

와 중동에서는 5명으로(Molodecky et al., 2012), 유럽, 북미 등 서양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드문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박재준 et al., 2017; Molodecky et al., 2012). 하지만 최근 아시아권에서의 발

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Kim et al., 2015; Molodecky et 

al., 2012; Ng, 2014). 

  국내에서는 1964년에 최초로 크론병 사례가 보고되었고(김광연, 서상현, 장명환, & 

민광식, 1964),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의 크론병 역학 연구를 살펴보면 1986~1990

년에는 연간 100,000명당 0.05명의 발병률이 나타났고, 2001~2005년에는 1.34명의 

발병률을 보여 약 20년 동안 26.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08).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한 크론병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2012년간 11,267명이 크론병 진단을 받았으며, 평균 연간 발병률이 100,000

명당 3.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동아시아권 중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임을 나타



- 7 -

냈다(Kim et al., 2015). 이러한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장내 세균총에 

대한 이상면역 반응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규명

되지 않았다(김현수, 2017; 박재준 et al., 2017).

  크론병은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며 복통, 설사, 체중감

소가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가 나타나는데, 특

히 장관 협착,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난치 과정을 밟

게 된다(박재준 et al., 2017; 예병덕 et al., 2009). 

  크론병의 질병 활동도(disease activity)를 평가하기 위해 1976년 개발된 지표인 

CDAI(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는 현재 여러 임상연구 및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박재준 et al., 2017; Best, Becktel, Singleton, & Kern, 1976). CDAI 평가 지

표는 150점미만인 경우 관해(Remission), 150점 이상 220점미만은 경증 활동도

(Mild activity), 220점 이상 450점미만은 중등도 활동도(Moderate activity), 450점 

이상은 중증 활동도(Severe activity)로 분류되며(Van Assche et al., 2010),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크론병의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으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재준 et al., 2017). 하지만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내과적인 치료가 불가한 경우(Ueno et al., 

2013), 장천공, 장협착 등으로 인해 장 절제술과 같은 수술이 이루어지지만 수술로 

완치될 수 없으며 수술 후에도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박재준 et al., 2017). 

  이렇듯 크론병은 갑작스런 재발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평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동반하게 된다. 특히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관계 및 여가 활동,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장애 등 주 발병연령인 10대에서 20대의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Lesnovska et al., 2016; 

Pihl-Lesnovska et al., 2010). 

  이와 같이 크론병 환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인 치

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로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이영진 & 오의금, 2014), 삶의 질(김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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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10; 이신애, 2015), 삶의 경험(유양숙, 이은주, & 조옥희, 2013), 우울과 

위험요인(조옥희, 유양숙, & 양석균, 2012)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외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염증성 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크론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가간호행위를 대한 파악하는 것이 무

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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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자가간호란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이다(Orem, 1989). 따라서 증가하고 있

는 크론병 환자들의 증상을 조절하고 관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영국 국립 임상평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크론병 환자 관리를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에게 금연, 약물복용 이행, 식이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Mayberry et al., 2013). 

  금연은 크론병 환자의 필수적인 권고 사항이다(Gomollón et al., 2017; Mayberry 

et al., 2013). 국내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 및 결과에 따른 예측 인자

를 조사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과거의 흡연 습관이 크론병과 관련된 

첫 번째 수술의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Moon et al., 2014). 또한 크론병 환자의 흡연

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질병의 재발, 수술 후 

재발, 첫 번째 및 두 번째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o, 

Gracie, & Ford, 2016). 이는 금연이 질병의 과정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

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크론병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고 관해를 유지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Gomollón et al., 2017). 국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 환

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22.3%가 약

물복용을 이행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6). 이 중 대상자의 연령이 

1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의 경우, 고된 직업을 가진 경우, 약물에 대한 부작용 경험

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의 이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약물복용 이행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Kim et al., 2016). 이러한 약물복용 등의 치

료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상적으로 질병 재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

련되어 있다(Ta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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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병에 대한 식이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달리 식이 치료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Ueno et al., 2013). 식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

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Yoon, & Jung, 2013), 정해진 식이 지침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이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Chapman‐Kiddell, Davies, Gillen, & Radford‐Smith, 2010), 이들의 식

이 및 영양요법에 대한 여러 문헌이 나오고 있다. 식생활에서 주요한 사항은 장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소량씩 자주 섭취하기, 설사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등이 있고, 음식 일지에 섭취한 음식과 증상을 함께 매일 기록하도

록 하여 피해야 할 음식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대한장연구학회, 2014; Kane, 2010). 하지만 식이와 관련하여 크론병을 포

함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80~89%의 환

자들이 식이관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8~16% 정도의 적은 환자만이 의료진

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Wong et al., 2012), 식이와 관련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금연, 약물복용, 식이관리 등 크론병 환자의 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한 각각의 주요 자가간호행위를 확인하였지만, 크론병 환자의 전반적인 

자가간호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크론병 환자

를 위한 자가간호행위에 대해 의료진 모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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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질병인식과 자가간호행위 

   

  질병인식은 환자가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화된 인지적 표상 또는 신념이다

(Petrie, Jago, & Devcich, 2007). 질병인식의 개념은 심리학자인 Leventhal과 

Cameron(1987)의 자기조절이론(Self regulation model)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자

기조절이론에서 개인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거나 증상 경험과 같은 건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Leventhal, & Cameron 1987). 특히 개인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목표 또는 이상적인 상태 사이의 인식된 차이를 좁히려고 시도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개념화하고 있다(Leventhal, & Cameron, 1987).   

  질병인식은 개인이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

강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질병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반이 된다(최민경, 윤상석, & 오지

향, 2016). 

  크론병의 질병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159명의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Zhang 등(2016)의 연구

에서 질병인식을 측정한 결과 총 80점 만점에 평균 40.77±12.32점으로 중간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경부암,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크론병 환자의 질

병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두경부암, 심근경색 질환자와 비슷하게 질병

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consequence)을 초래한다고 믿고 있으며, 질병의 시간적 경

과(timeline)로 만성적인 경과에 대한 믿음이 다른 질환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personal control)는 심근경색과 류마

티스 관절염 환자보다 낮고, 치료가 자신의 질병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

(treatment control)은 두경부 암환자와 심근경색 질환자에 비교해 낮다고 보고되었

다(van der Have et al., 2013). 이러한 질병인식은 일상생활,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van der Have et al., 2013; Wison et al., 2012), 불안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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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Rochelle, & Fidler, 

2013; van der Have et al., 2013; Zhang et al., 2016). 

  특히 만성질환에서의 질병인식은 치료이행, 기능회복과 같은 결과와 질병의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 요인이며,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질병인식이 만성질환자의 자

가관리행위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Petrie, Jago, & Devich, 200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폐결핵 환자의 질병지각,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질병 지각과 자가간호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질병지각 수준이 높

을수록 자가간호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연실, & 이영휘, 2011). 또한 

질병인식이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질병을 위협적으

로 인식할수록 건강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하, 2012).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악화와 완화의 반복성을 지각하고, 스스로가 질병

을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과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병상태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환자역할행위 이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최진

화, 2017).  

  이처럼 질병인식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

식한다는 점,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가간호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을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론병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관련이 있는 질

병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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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질병관련 지식과 자가간호행위

  질병관련 지식은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치료이행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Eaden, 

Abramsm & Mayberry, 1999). 특히 크론병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

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양식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자가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도에 개발된 The Crohn's and Colitis Knowledge(CCKNOW) 도구를 이용

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크론병 환자 169명, 궤양성 대장염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과 정보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지식 정도는 최대 24점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평균 8.8점, 크론병 환자는 평균 10점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보다 높

게 나타났으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이해,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지식 정도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보다 낮게 나타났다(Yoo, Cho & Cha, 2015). 크론

병 환자의 특성 중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질병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 지식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Yoo et al., 2015). 또한 크론

병 환자들의 정보요구도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크

론병 환자들은 일상생활, 약물치료, 임신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정보요구도가 높았다

(Yoo et al., 2015). 또한 크론병 환자 50명, 궤양성 대장염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지식과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은 총 19점 

만점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7.54점, 크론병 환자는 평균 8.62점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하부 영역 중 해부학 영역에서 크론병 환자들

의 지식수준이 높았다(윤혜경, 2016). 

  이후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최신의 치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Yoon 등(2017)

이 염증성 장질환 지식 도구(IBD-KNOW, Inflammatory bowel disease-related 

knowledge)를 개발하였다. Yoon 등(2017)의 연구에서 크론병 환자 120명, 궤양성 

대장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질병 지식을 측정한 결과 해부학, 역학, 기능, 식이 및 

일상생활, 일반적 지식, 약물, 수술, 합병증, 임신과 출산, 예방접종 영역의 총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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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5.7%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은 영역은 합병증 영역(70.0%)이

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임신과 출산 영역(36.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관련 지식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치료행위 및 자가간호행위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 138명을 대상으로 처방을 받은 약물에 

대한 지식 정도가 치료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50명(36.2%)이 치료를 

이행하지 않았고, 30세 미만인 경우, 외래 진료 내원 간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처방

받은 약에 대해 한정된 지식을 가진 경우에 치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e et al., 2016). 비치료이행은 관해기 상태의 환자들에게 재발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들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Tae et 

al., 2016). 또한 923명의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과 흡연 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질병관련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Li et al., 2016). 

  이 외에도 간염환자, 통풍환자 등 다른 만성질환에서도 지식과 자가간호행위의 상

관관계를 알 수 있다. 만성 B형간염환자의 건강행위 수준 및 영향요인 연구에서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질병 지식으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불확실

성이 낮아지고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 et al,. 2011). 또한 

통풍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식수준은 자가간호 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육의 효과가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성을 나타냈다(강성금 et 

al., 2014). 이처럼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질병관련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을 통해 지식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의 자가간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위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이 자가간호행위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자가간호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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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주요 개념은 선행문헌을 고찰하여, 일반적 특성, 질병관

련 특성,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들

의 관계를 도식화 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Self-care behavior 

 Illness perception 

 Disease-related 

knowledge

General characteristics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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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정도

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크론병 진단받은 자로 서울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의 소화기

내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편의표집을 하였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 19세 이상의 크론병 진단을 받은 자 

  2) 크론병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된 자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1) 크론병 이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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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82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

련 특성,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를 측정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 유무, 

가구 월평균 소득, 동거가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진단 기간, 입원 경험 여부 및 횟수, 수

술 경험 여부 및 횟수, 현재 사용 중인 약물(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조절제, 생

물학제제), 질병 활동도,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 여부 및 경로, 질병 관련 정보를 

얻은 경로를 이용한 이유, 질병관련 정보이용 횟수, 질병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 

형태를 조사하였다. 

  질병 활동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CDAI)로 지난 7일간 대변(묽은 변 또는 설사)의 횟수, 복부 통증, 전반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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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태, 합병증(관절염, 관절통, 홍채염, 포도막염, 결절설 홍반, 괴저성 농피증, 구내

궤양, 항문주위의 열상, 누공 또는 농양, 항문 외의 누공, 37.8도 이상의 발열)의 여

부, 복부 덩어리 촉진 유무, 지사제 복용 여부, 헤마토크릿 수치, 표준 체중과의 비율 

등 총 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대상자가 질문의 항목에 답한 것을 정해진 계산 공식에 

따라 도출하여 측정하는 것이다(Best et al., 1976). CDAI 계산 공식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CDAI 점수는 150점 미만은 관해기(remission), 150점 이상 220점 미만은 경증의 

활동성(mild activity), 220점 이상 450점 미만은 중등도 활동성(moderate activity), 

450점 이상은 중증 활동성(severe activity)으로 분류된다(Van Assche et al., 

2010). 점수가 높을수록 질환의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질병인식  

  본 연구에서는 Weinman, Petrie, Moss-Morris, & Horne(1996)이 개발하고 

Broadbent, Petrie, Main & Weinman(2006)이 수정한 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B-IPQ)를 이용하여 질병인식을 측정하였다. 성연실과 이영휘(2011)가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원저자 및 번

역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또한 환자 5인에게 예비 조사를 시행

하여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검토한 후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B-IPQ)는 총 8문항으로 질병의 특성

(identify), 시간적 경과(timeline), 영향(consequences), 개인조절(personal control), 

걱정(concern), 감정적 반응(emotional response), 치료조절(treatment control), 일

관성(coherence) 영역별로 각 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8문항(3, 4, 7번 역 

문항)으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도구 개발 당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신장질환자 대상으

로 검증하여 .42-.75로 나타났으며 성연실과 이영휘(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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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관련 지식

  본 연구에서는 Yoon 등(2017)이 개발한 염증성 장질환 지식측정도구(IBD-KNOW, 

Inflammatory bowel disease-related knowledge)를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환자 5인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에 대한 항목

을 검토 후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해부학(anatomy), 기능(function), 역학(epidemiology), 식이 및 일상생

활(diet　&　life style), 일반적인 지식(general knowledge), 약물(medication), 합병

증(complication), 수술(surgery), 임신과 출산(reproduction), 예방접종(vaccination)

으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4문항 중 궤양성 대장염에 질환에 대한 문항

(11번, 17번, 20번)을 제외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모름’

으로 나누어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름은 0점으로 처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Formula 20(KR-20) = 

.71이다. 

 

5. 자가간호행위

  자가간호행위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측정한 도구

가 없어 ‘세계소화기내과학회’, ‘미국소화기학회’, ‘미국 국립 당뇨병·소화기 질병·신장

병 연구소’, ‘MedlinePlus’, ‘WebMD’,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등의 웹사이

트와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출판한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3rd European Evidence based 

Consensus o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rohn’s Disease(2016)’, ‘NICE 

guidance: Inflammatory bowel disease quality standard(2015)’의 문헌 및 웹사이

트를 통하여 수집, 구성한 크론병 환자 대상으로 개발한 총 22개 문항의 자가간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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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항목 개발을 위해 문헌 및 웹사이트를 통해 분석한 결

과는 <부록 5>, <부록 6>에 제시되어있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소화기내과 교수 1인, 소화기내과 파트장 1인, 석

사학위 이상 및 소화기내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3인, 소화기내과 외래 교육

간호사 1인 총 6인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를 검증받았

다(Lynn, 1986). 검증 결과 도구의 문항 중에서 I-CVI(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점수가 .80 미만인 7번 문항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을 피한다.(커피, 콜라 등)’ 

을 제거하였다. S-CVI/Avg (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Avg)값은 계산 결

과 .97이었다. 또한 크론병 환자 5인에게 예비 조사를 시행하여 질문에 대한 항목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식이 7문항, 약물 4문항, 금연 1문항, 금주 1문항, 운동 2문

항, 스트레스 관리 3문항, 지지 2문항, 외래 방문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

상 그렇다’ 4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이었다.



- 21 -

D.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간호본부에 허락을 받은 

후 소화기내과 교수진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였다.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대상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후 연구

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한 후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질병 

활동도 계산에 필요한 Hematocrit(Hct) 수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수집하였

다. 총 103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중도 거절하거나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여 

93.2%의 회수율로, 96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    

   석하였다.

2) 대상자의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

호행위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연령은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의 각 총

점,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별 총점과 함께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였다. 

4) 대상자의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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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일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SMC 

2017-09-079-005)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시 

연구 참여에 대한 자의적 거부가 가능하며, 참여 거부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고, 연구의 자료 범위 및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성명이 아닌 고유식별번호로 처리하였다. 또

한 규정에 따라 연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비 번호

가 설정된 컴퓨터에 보관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연구 종

료 3년 이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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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연구 대상자 총 

96명 중 남성은 70.8%(68명)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3.64±10.47세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가 38.5%(3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2.5%(60명), 기혼이 37.5%(36명)로 나타났고, 대상자 중에서 9.4%(9명)를 

제외한 나머지 90.6%(87명)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의 동거가족이 있었

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4명(7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22.9%(22명)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대상자는 62.5%(60명)로 나타났

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57.3%(55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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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68 70.8

Female 28 29.2

Age(years) <30 37 38.5 33.64±10.47

30≤ - <40 31 32.3

40≤ 28 29.2

Marital status Single 60 62.5

Married 36 37.5

Living status Living alone 9 9.4

Parents 24 25.0

Parents & brother/sister 26 27.1

Spouse 3 3.1

Spouse & Children 29 30.2

Etc 5 5.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 22.9

College≤ 74 77.1

Occupation Yes 60 62.5

No 36 37.5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20 20.8

200≤ - <300  21 21.9

300≤ 55 57.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96)



- 25 -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들의 크

론병 진단 후 경과 기간은 평균 8.69±6.13년이었다. 크론병으로 인해 입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9.2%(76명)이었으며, 수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4.8%(43명)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질병 활동도는 관해기 65.6%(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다중응답 문항인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은 면역조절제 55.2%(53명), 생물학제제 

51.0%(49명), 항염증제 34.4%(33명), 스테로이드제 9.4%(9명)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35.4%(34명)가 질병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94.8%(91명)는 스스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를 얻는 경로는 의사 87.9%(80명), 인터넷 81.3%(74명), 간호사 34.1%(31명) 순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요 정보 경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로 가장 신뢰

함’ 48.3%(44명), ‘쉽게 접할 수 있음’ 47.3%(43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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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Duration since

diagnosis (year)

＜5 24 25.0 8.69±6.13

5≤~<10 34 35.4

10≤ 38 39.6

History of CD 

related 

hospitalization 

Yes 76 79.2

No 20 20.8

Number of 

hospitalization

(n=76)

1≤~≤4 51 67.1 4.49±3.96

5≤ 25 32.9

History of

CD related surgery

Yes 43 44.8

No  53 55.2

Current medication†

(n=144)

5-ASA 33 34.4

Steroid 9 9.4

Immunomodulators 53 55.2

Biologics 49 51.0

Disease activity Remission 63 65.6

Mild activity 15 15.6

Moderate activity 15 15.6

Severe activity 3 3.2

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96)

 † : Multiple responses; CD = Crohn's disease; 5-ASA = 5-aminosalic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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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Experiences of 

education about

CD 

Yes 34 35.4

No 62 64.6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D 

Yes 91 94.8

No 5 5.2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CD†

(n=259)

Doctor 80 87.9

Internet 74 81.3

Nurse 31 34.1

Broadcast media 25 27.5

Society or self-help group 19 20.9

Family or acquaintance 16 17.6

Books 14 15.4

Reason of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uch source

(n=91) 

Most reliability with

accurate information
44 48.3

Easy accessibility 43 47.3

Get the latest information 3 3.3

Recommendation of the 

people
1 1.1

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continued)

                                                                         (n=96)

 † : Multiple responses; CD = Crohn's disease; 5-ASA = 5-aminosalic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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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SD

How long do you think your illness will continue? 8.01±1.98

How much do you experience symptoms from your illness? 7.59±2.12

How much does your illness affect your life? 7.33±2.15

How concerned are you about your illness? 6.76±2.62

How much does your illness affect you emotionally? (e.g. does 

it make you angry, scared, upset or depressed?)
6.02±2.87

How much control do you feel you have over your illness?
*

4.07±2.27

How well do you feel you understand your illness?
*

2.83±1.71

How much do you think your treatment can help your illness?
*

1.88±1.66

Total Score 5.56±1.05

B. 대상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정도

1. 대상자의 질병인식

  대상자의 질병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질병인식은 점수가 높을수

록 질병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총 80점 만점에 평균 38.48±6.47점, 평균 평

점은 10점 만점에 5.56±1.05점이다.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위

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역인 시간적 경과(timeline) ‘당신의 질병이 얼마 동안 지

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는 8.01±1.98점이며, 그 다음으로 질병의 특성(identify) 

‘당신의 질병으로 인한 증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는 7.59±2.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치료적 조절(treatment control)로 ‘당신의 치료

는 질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1.88±1.66점으로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 

 

Table 3. Illness percep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n=96)  

 Note. 11-Point Likert scale(0-10); * : Reverse code scal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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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질병

관련 지식은 총 21점 만점에 평균 14.40±3.50점, 전체 평균 정답률은 69.0%로 나타

났다. 각 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수술(86.5%), 예방접종(81.3%) 영역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기능(52.1%), 임신과 출산(44.8%)에 대한 영역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질병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지식 영역에서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병변이 생길 수 있다.’ 문항이 94.8%로 가장 높았

고, 이어서 '크론병에서 금연은 질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문항이 

93.8%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 영역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대부분 제왕절개로 분

만하는 것이 좋다.’ 문항이 38.5%로 가장 낮은 정답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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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umber of items) n

Correct 

answer

rate(%)

Surgery (1)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of the small bowel may be 

cured after surgery.

83 86.5

Vaccination (1) 

Immunocompromised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should avoid any kind of vaccination.

78 81.3

General knowledge (5) 78.1

Crohn's disease can occur anywhere in the digestive tract, 

from the mouth to the anus.

91 94.8

Inflammation in the bowels may persist even if the symptoms 

improve after treatment initiation.

81 84.4

Inflammatory bowel disease is considered cured if symptoms 

do not recur after a few years.

73 76.0

Anemia may develop if severe inflammation persists. 71 74.0

Inflammatory bowel disease can involve organs other than the 

bowels.

59 61.5

Complications (1)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for 8–10 years 

should have colorectal cancer screening.

74 77.1

Medication (3) 71.2

Constant blood monitoring is indicated for patients who are 

on immunosuppressive agents, such as azathioprine, because 

their white blood cell count may decrease.

81 84.4

Long-term steroid administration is advised to reduce 

inflammation recurrence.

67 69.8

Biological agents are mainly used in patients with mild 

symptoms. 

57 59.4

Table 4. Knowledge of the study participants

                                                                         (n=96)

   



- 31 -

Items (number of items) n

Correct 

answer

rate(%)

Epidemiology (2) 68.3

Inflammatory bowel disease can develop in all age groups, 

but is more frequent at younger ages.

78 81.3

Risk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creases with family 

history of this condition.

53 55.2

Diet & life style (2) 67.8

Smoking cess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worsening of 

crohn’s disease.

90 93.8

Specific foods to be avoided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are well known.

40 41.7

Anatomy (2) 62.5

The rectum is part of the colon. It starts approximately

15 cm from the anus and finishes at the anus.

72 75.0

The terminal ileum is the last part of the small bowel. It is 

located in the right lower abdomen.

48 50.0

Function (2) 52.1

The function of the colon is to absorb nutrients. 57 59.4

People can survive without the colon, but without the small 

bowel.

43 44.8

Reproduction (2) 44.8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should stop all the 

medications when considering pregnancy.

49 51.0

Most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re advised 

cesarean section delivery.

37 38.5

Total score 69.0

Table 4. Knowledge of the study participants(continued)

                                                                         (n=96)

                       

                                             



- 32 -

3.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자가간

호행위는 총점 88점 만점에 평균 61.26±8.59점이며,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에 

2.78±0.39점으로 나타났다. 자가간호행위의 영역별 평균 평점을 살펴본 결과 외래 

방문 영역이 3.62±0.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이어서 금연 영역이 

3.61±0.9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 영역은 1.72±0.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가간호행위의 문항별 평균 평점을 살펴본 결과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외래방문 항목에서 ‘약속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3.85±0.41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낮은 문항은 식이 영역에서 ‘매일 음식 일지를 기

록한다.(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 1.18±0.48점, 지지 영역에

서 ‘크론병 환우와 모임을 갖는다.’ 1.22±0.60점, ‘가까운 사람들과(가족, 친구 등) 나

의 고민을 나눈다.’ 2.22±0.93점, 식이 영역에서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피한다.’ 

2.28±0.87점, 운동 영역에서 ‘나의 건강상태에 맞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2.29±0.92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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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umber of items)
Average

Mean±SD

Outpatient visit (2) 3.62±0.45

I regularly visit the hospital according to schedule. 3.85±0.41

When my physical condition worsens, I contact the healthcare 

provider or visit the hospital immediately. 

3.39±0.73

Smoking cessation (1) 

I never smoke. 3.61±0.90

Medication (4) 3.37±0.58

I don't control or interrupt the dosage of medication without 

consulting the healthcare provider.

3.46±0.81

I don't take other medicines without a doctor's 

prescription(Aspirin, paracetamol, etc.).

3.38±0.81

I take medications prescribed by the doctor at the fixed time. 3.35±0.78

I know the side effects of the medicine that I am currently 

taking and I consult the healthcare provider first If any side 

effects occur.

3.28±0.86

Alcohol abstinence (1)

I don't drink alcohol. 3.04±0.91

Stress management (3) 2.84±0.62

I try to think positively about my situation. 3.09±0.82

I use my own methods to relieve stress. 2.75±0.89

I take regular rest and stability every day. 2.68±0.83

Table 5. Self-care behavior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each items  

                                                                         (n=96)  

 Note. 4-point Likert scal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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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umber of items)
Average

Mean±SD

Excercise (2) 2.72±0.64

When physical symptoms worsen, I limit vigorous activity. 3.15±0.93

I exercise regularly according to my health condition. 2.29±0.92

Diet (7) 2.36±0.52

I remember eating foods that caused symptoms such as colic, 

diarrhea, or worsening symptoms and then limiting food 

intake.

3.03±0.85

I avoid strong-tasting foods(spicy and salty foods). 2.57±0.88

I maintain a balanced diet to supplement nutrients 

(carbohydrates, protein, fat, fiber, vitamins, etc).

2.50±0.81

When I develop diarrhea, I drink more water than usual to 

prevent dehydration.

2.47±1.03

I often eat food frequently without overeating. 2.47±0.86

I avoid the greasy and fried food. 2.28±0.87

I keep a daily diary of food(record what I ate and what 

symptoms I had).

1.18±0.48

Support (2) 1.72±0.57

I share my concerns with my dearest family and friends. 2.22±0.93

I have meetings with people with Crohn's disease. 1.22±0.60

Total  Average Mean±SD 2.78±0.39

Total  Mean±SD 61.26±8.59

Table 5. Self-care behavior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each items(continued)

                                                                        (n=96)  

 Note. 4-point Likert scal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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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질병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특성은 동거가족 여부, 교육정도이었다.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에 비해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이 질병인식 점수가 높았으며(t=2.018, p=.046), 대학교 졸업이상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질병인식 점수가 높았다(t=2.160, p=.0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교육정도이었

다.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질병관련 지식 점수가 높았다

(t=-3.092, p=.003). 반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자가간호행위 전체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연령은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와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인 외래 방문, 금연, 약물, 금주, 스트레스 관리, 운동, 식

이, 지지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대학교 졸업이상 집단이 

운동(t=-2.063, p=.042), 금연(t=-2.123, p=.044)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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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Self-car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68 38.24±6.66 -0.574
(.568)

14.46±3.63 0.261
(.795)

61.53±8.76 0.476
(.635)Female 28 39.07±6.04 14.25±3.22 60.61±8.28

Marital status 

Single 60 38.08±6.77 -0.772
(.442)

14.20±3.24 -0.706
(.482)

61.55±9.02 0.425
(.672)Married 36 39.14±5.97 14.72±3.93 60.78±7.91

Living status

Living alone 9 42.56±3.61 2.018
(.046)*

12.89±3.66 -1.362
(.176)

61.00±11.49 -0.095
(.924)Living together 87 38.06±6.57 14.55±3.47 61.29±8.32

Education

High school 22 41.05±7.19 2.160
(.033)*

12.45±3.61 -3.092
(.003)**

59.18±10.13 -1.298
(.198)College≤ 74 37.72±6.08 14.97±3.28 61.88±8.05

Occupation 

Yes 60 37.53±5.39 1.714
(.092)

14.58±3.50 -0.675
(.501)

60.55±7.85 1.047
(.298)No 36 40.06±7.78 14.08±3.52 62.44±9.7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20 40.15±5.53
0.843
(.433)

13.90±3.57
0.513
(.600)

61.30±11.20
0.026
(.974)200≤ - <300 21 38.14±6.05 15.00±3.13 61.62±7.43

300≤ 55 38.00±6.93 14.35±3.64 61.10±8.07

Table 6. Differences i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96)   

 Note. * : p<.05, **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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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Stress management Exercise Diet Suppor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68 8.59±1.77 0.555
(.580)

5.49±1.32 0.572
(.569)

16.68±3.88 0.735
(.464)

3.38±1.17 -0.730
(.467)Female 28 8.36±2.04 5.32±1.16 16.07±3.08 3.57±1.10

Marital status 

Single 60 8.62±1.90 0.654
(.514)

5.45±1.37 0.124
(.902)

16.55±3.92 0.172
(.864)

3.45±1.24 0.137
(.891)Married 36 8.36±1.78 5.42±1.11 16.42±3.23 3.42±1.00

Living status

Living alone 9 8.22±2.64 -0.508
(.613)

5.22±1.30 -0.531
(.596)

17.22±5.02 0.620
(.536)

3.22±1.20 -0.588
(.558)Living together 87 8.55±1.76 5.46±1.27 16.43±3.52 3.46±1.15

Education

High school 22 8.59±2.24 0.202
(.841)

4.95±1.50 -2.063
(.042)*

15.82±4.29 -0.996
(.322)

3.55±1.41 0.500
(.619)College≤ 74 8.50±1.73 5.58±1.17 16.70±3.45 3.41±1.07

Occupation 

Yes 60 8.32±1.60 1.406
(.163)

5.37±1.18 0.703
(.484)

16.23±3.38 0.922
(.359)

3.28±1.06 1.713
(.090)No 36 8.86±2.18 5.56±1.42 16.94±4.08 3.69±1.26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20 8.35±2.01
2.709
(.072)

5.35±1.42
0.329
(.720)

17.10±4.58
1.253
(.291)

3.45±1.19
0.020
(.980)200≤ - <300 21 9.33±1.83 5.29±1.45 15.43±3.28 3.48±1.17

300≤ 55 8.27±1.74 5.53±1.15 16.69±3.40 3.42±1.15

Table 7.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96) 

 Note. * : p<.05, **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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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Outpatient visit  Smoking cessation Medication Alcohol abstin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68 7.25±0.94 0.175
(.861)

3.56±0.95 -0.947
(.346)

13.53±2.33 0.400
(.690)

3.06±0.90 0.288
(.774)Female 28 7.21±0.83 3.75±0.75 13.32±2.29 3.00±0.94

Marital status 

Single 60 7.28±0.85 0.611
(.543)

3.67±0.86 0.731
(.466)

13.48±2.26 0.080
(.937)

3.05±0.89 0.116
(.908)Married 36 7.17±1.00 3.53±0.97 13.44±2.42 3.03±0.94

Living status

Living alone 9 7.33±0.87 0.326
(.745)

3.22±1.20 -1.053
(.320)

13.78±2.59 0.420
(.675)

2.78±0.83 -0.918
(.361)Living together 87 7.23±0.91 3.66±0.86 13.44±2.29 3.07±0.91

Education

High school 22 7.18±0.85 -0.340
(.735)

3.14±1.32 -2.123
(.044)*

12.95±2.61 -1.193
(.236)

3.00±0.87 -0.245
(.807)College≤ 74 7.26±0.92 3.76±0.68 13.62±2.21 3.05±0.92

Occupation 

Yes 60 7.20±0.95 0.552
(.582)

3.61±0.93 -0.029
(.977)

13.55±2.29 -0.443
(.658)

2.98±0.91 0.814
(.418)No 36 7.31±0.82 3.62±0.89 13.33±2.37 3.14±0.9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20 7.05±0.89
0.701
(.499)

3.55±1.00
0.067
(.936)

13.40±2.87
0.597
(.553)

3.05±1.05
0.187
(.830)200≤ - <300 21 7.38±0.86 3.62±0.87 13.95±1.83 3.14±0.85

300≤ 55 7.25±0.93 3.64±0.89 13.31±2.26 3.00±0.88

Table 7.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96)

 Note. * : p<.05, **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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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의 차이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정도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질병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입원 경험 여부, 입원 횟수, 질병 활동도이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은 입원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질병인식 점수가 높았으며

(t=-2.412, p=.018), 입원 횟수가 5회 이상인 집단이 1회 이상 4회 이하인 집단보다 

질병인식 점수가 높았다(t=-2.368, p=.021). 또한 질병 활동도는 관해기 집단보다 중

등도 및 중증 활동도 상태인 집단이 질병인식 점수가 높았다(F=14.455, p=<.001).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질병관련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입원 횟수, 질병관련 교육 경험 여부,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 여부이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집단은 1회 이상 4회 이하인 집단보다 질

병관련 지식 점수가 높았다(t=-2.220, p=.030). 질병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질병관련 지식 점수가 높았다(t=-2.811, p=.006). 질병관

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질병관련 지식이 높았다(t=-3.153, p=.002). 반면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자

가간호행위 전체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인 외래 방문, 금연, 약물, 금주, 스트레스 관리, 운동, 식

이, 지지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질

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운동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t=-2.783, 

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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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Self-car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isease duration (years) 

<5 24 38.50±7.30
0.042

(.958)

13.63±2.79
0.926
(.400)

60.25±8.59
0.225
(.799)5≤~<10 34 38.24±6.20 14.41±3.26 61.47±8.40

10≤ 38 38.68±6.33 14.87±4.07 61.71±8.93

History of CD related hospitalization

Yes 76 39.28±6.35 -2.412

(.018)*

14.38±3.44 0.077
(.939) 

60.92±8.71 0.753
(.453)No 20 35.45±6.15 14.45±3.83 62.55±8.22

Number of hospitalization(n=76)

1≤~≤4 51 38.12±5.53 -2.368
(.021)*

13.78±3.56 -2.220
(.030)*

60.37±8.29 -1.057
(.294)5≤ 25 41.68±7.30 15.60±2.87 62.60±9.31

History of CD related surgery

Yes 43 39.84±6.99 -1.877
(.064)

15.05±3.48 -1.655
(.101)

60.77±8.18 0.505
(.615)No 53 37.38±5.85 13.86±3.46 61.66±8.96

Disease activity 

Remission
a

63 36.40±5.82
14.455
(<.001)

***

c>a

14.02±3.60
2.076
(.131)

61.05±8.33
0.528
(.591)Mild activity

b
15 40.13±5.13 14.20±3.71 60.07±9.85

Moderate activity
c

or severe activity

18 44.39±5.78 15.89±2.65 63.00±8.65

Table 8. Differences i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n=96)  

 Note. * : p<.05, **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CD =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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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Self-car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xperiences of education about CD 

Yes 34 39.38±7.15
-1.013
(.314)

15.71±3.14
-2.811
(.006)**

62.74±8.59
-1.250
(.215) No 62 37.98±6.07 13.68±3.51 60.45±8.55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D 

Yes 91 38.69±6.55 -1.384
(.170)

14.65±3.31 -3.153
(.002)**

61.49±8.65 -1.141
(.257)No 5 34.60±2.97 9.80±4.09 57.00±6.75

Table 8. Differences i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96)

 Note. * : p<.05, **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CD =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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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Outpatient visit  Smoking cessation Medication Alcohol abstin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isease duration (years) 

<5 24 6.92±0.97
2.116
(.126)

3.63±0.92
0.053
(.949)

13.21±2.30
1.075
(.346)

3.08±0.78
0.160
(.853)5≤~<10 34 7.32±0.84 3.65±0.85 13.18±2.41 2.97±1.00

10≤ 38 7.37±0.88 3.58±0.95 13.89±2.22 3.08±0.91

History of CD related hospitalization

Yes 76 7.24±0.92 0.058
(.954)

3.65±0.93 0.197
(.844) 

13.29±2.38 1.493
(.139)

2.97±0.92 1.443
(.152)No 20 7.25±0.85 3.61±0.90 14.15±1.90 3.30±0.80

Number of hospitalization(n=76)

1≤~≤4 51 7.27±0.90 0.154
(.878)

3.51±0.97 -1.793
(.077)

13.14±2.32 -0.652
(.517)

2.90±0.90 -1.328
(.188)5≤ 25 7.24±0.97 3.84±0.62 13.52±2.57 3.20±0.96

History of CD related surgery

Yes 43 7.21±0.94 0.294
(.769)

3.65±0.81 -0.358
(.721)

13.42±2.27 0.191
(.849)

3.05±0.84 -0.047
(.963)No 53 7.26±0.88 3.58±0.97 13.51±2.36 3.04±0.96

Disease activity 

Remission
a

63 7.30±0.91
1.028
(.362)

3.51±1.03
1.706
(.187)

13.44±2.28
0.524
(.594)

3.51±1.03
1.706
(.187)Mild activity

b
15 6.93±0.96 3.67±0.72 13.07±2.34 3.67±0.72

Moderate activity
c

or severe activity

18 7.28±0.83 3.94±0.24 13.89±2.45 3.94±0.24

Table 9.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n=96)

 Note. * : p<.05, **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CD =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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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Outpatient visit  Smoking cessation Medication Alcohol abstin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xperiences of education 
about CD 

Yes 34 7.35±0.88 -0.910
(.365)

3.71±0.80 -0.735
(.464)

13.97±1.93 -1.591
(.115) 

3.09±0.83 -0.372
(.711) No 62 7.18±0.91 3.56±0.95 13.19±2.46 3.02±0.95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D 

Yes 91 7.26±0.89 -1.119
(.266)

3.64±0.88 -1.060
(.292)

13.53±2.31 -1.064
(.290)

3.05±0.91 -0.611
(.543)

No 5 6.80±1.10 3.20±1.30 12.40±2.30 2.80±0.84

Table 9.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96)   

 Note. * : p<.05, **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CD =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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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Stress management   Exercise Diet Suppor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isease duration (years) 

<5 24 8.21±1.77
0.827
(.440)

5.21±1.41
0.620
(.540)

16.71±3.82
0.090
(.914)

3.29±1.16
0.299
(.743)5≤~<10 34 8.82±1.95 5.44±1.26 16.56±3.42 3.53±1.33

10≤ 38 8.45±1.81 5.58±1.20 16.32±3.84 3.45±0.98

History of CD related hospitalization

Yes 76 8.42±1.87 1.032
(.305)

5.37±1.27 1.038
(.302) 

16.61±3.54 -0.548
(.585)

3.42±1.13 0.272
(.786)No 20 8.90±1.74 5.70±1.26 16.10±4.13 3.50±1.24

Number of hospitalization(n=76)

1≤~≤4 51 8.51±1.79 0.499
(.620)

5.31±1.35 -0.782
(.437)

16.25±3.38 -1.491
(.140)

3.47±1.03 0.110
(.913)5≤ 25 8.28±2.07 5.56±1.16 17.52±3.68 3.44±1.36

History of CD related surgery

Yes 43 8.12±1.71 1.962
(.053)

5.35±1.17 0.613
(.541)

16.60±3.58 -0.251
(.802)

3.37±1.00 0.500
(.618)No 53 8.85±1.91 5.51±1.35 16.42±3.75 3.49±1.27

Disease activity 

Remission
a

63 8.70±1.87
1.040
(.357)

5.37±1.39
0.308
(.736)

16.33±3.53
0.427
(.654)

3.40±1.06
1.653
(.197)Mild activity

b
15 8.40±1.84 5.53±0.99 16.33±4.27 3.13±1.19

Moderate activity
c

or severe activity

18 8.00±1.75 5.61±1.04 17.22±3.67 3.83±1.38

Table 9.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96)

 Note. * : p<.05, **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CD =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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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Stress management   Exercise Diet Suppor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xperiences of education 
about CD 

Yes 34 8.41±1.67 0.427
(.671)

5.53±1.33 -0.522
(.603)

17.09±3.90 -1.170
(.245) 

3.59±1.23 -0.951
(.344) No 62 8.58±1.95 5.39±1.25 16.18±3.50 3.35±1.10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D 

Yes 91 8.54±1.81 -0.397
(.692)

5.47±1.29 -2.783
(.023)*

16.56±3.72 -0.689
(.492)

3.44±1.17 -0.075
(.941)

No 5 8.20±2.68 4.80±0.45 15.40±2.19 3.40±0.89

Table 9.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96)  

 Note. * : p<.05, ** : p<.01, ***　：p<.001; 
a,

 

b,
 

c
 : Scheffe test; CD = Croh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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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ness perception Knowledge

r(p) r(p)

Knowledge .056(.590)

Self-care behavior

   Total score .089(.389) .270(.008)**

   Outpatient visit  .022(.835) .080(.441)

   Smoking cessation .010(.920) .220(.032)*

   Medication .095(.355) .202(.048)*

   Alcohol abstinence .018(.861) .204(.046)*

   Stress management -.208(.042)* .025(.811)

   Exercise .109(.292) .285(.005)**

   Diet .163(.113) .203(.047)*

   Support .129(.212) .218(.033)*

D.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간의 관계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질병인식은 질병관련 지식과 자가간호행위 전체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었

으나, 자가간호행위 하위 영역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질병인식과 스트레스 관리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08, p=.042). 또한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간호행

위 전체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270, p=.008). 특히 질병관

련 지식과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 중 금연(r=.220, p=.032), 약물(r=.202, 

p=.048), 금주(r=.204, p=.046), 운동(r=.285, p=.005), 식이(r=.203, p=.047), 지지

(r=.218, p=.033)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illness perception,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n=96)

 Note. * : p<.05, **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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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의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서울시 소재의 일 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 외

래에 내원하는 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

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A. 크론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크론병 환자 96명 중 남성은 68명이며, 

남녀 비율이 약 2.4:1로 남자 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Moon 등(2014)의 

국내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코호트 연구에서 728명 중 남자 518명으로 남녀 

비율이 2.5:1로 나타났으며, 김유나와 김경희(2010)의 연구와 이영진과 오의금(2014)의 

연구에서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한 크론병 환자의 남녀 성비는 약 2:1로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64±10.47세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

만 연령대가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20대 연령대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과 일치하였다(박종범 et al., 2004; 윤혜경, 2016; 

이영진 & 오의금, 2014).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7.1%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는 62.5%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대부분 높은 상태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서울 소재의 일 상급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교육정도와 직업의 특성을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크론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을 명확히 규명하기위해 반복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크론병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은 24.95±9.28세로 나타

났으며, 진단 후 경과 기간은 평균 8.69±6.13년이었다.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 48 -

조옥희 등(2012)의 연구에서는 진단 시 연령은 평균 22.8±7.1세로 나타났으며, 276

명 중 144명의 진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종범 등(2004)

의 임상 양상과 경과에 관한 연구에서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이 24.2±7.8세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크론병의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질병 활동도는 관해기 상태가 

6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영진과 오의금(2014)

의 연구에서는 148명 중 104명(70.3%), 윤혜경(2016)의 연구에서는 50명 중 48명

(96%)이 관해기 상태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관해기 상태의 대상자들이 많은 분포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는 질병의 활동도가 높은 대상

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질병 활동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B-IPQ(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를 통해 측정한 결과 총 80점 만점에 38.48±6.47점이었

다.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최저 0점, 최고 10점인 척도를 고려할 때 질병에 대해 위협

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Zhang 등(2016)의 연구

에서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159명의 크론병 환자를 대

상으로 질병인식을 측정한 결과 평균 40.77±12.32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에 내원하는 대상자의 질병인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영향으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인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에 국내 다른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질병인식 도구

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인식을 측정한 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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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이영휘(2011)의 연구 결과에서는 질병인식 수준이 평균 48.94±14.74점으로 나

타났으며, 말초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인식을 측정한 유연주, 이주희, 추상희, & 

최동훈 (2016)의 연구에서는 평균 46.13 ±16.2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인식 

정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인식의 하위 영역 중 시간적 경과(timeline)인 ‘당신의 질병이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8.01±1.9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크론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hang 등(2016)의 연구에서 암 생존자 중 132명의 대장암 

환자의 질병인식을 측정한 결과 시간적 경과(timeline) 4.42±2.97점이었으며,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연실과 이영휘(2011)의 연구에서는 5.35±3.16점, 말초동맥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연주 등(2016)의 연구에서는 6.51±3.73점으로 타 질환자보다 

크론병 환자들이 만성적 질환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질병

인식의 하위 영역 중 치료조절(treatment control)인 ‘당신의 치료는 질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1.88±1.6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연실과 이영휘(2011)의 연구에서는 7.89±2.11점, 유연주 등(2016)의 연

구에서는 2.81±3.10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크론병 환자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질병

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질병인식을 주로 질병관련 특성

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Knowles, Wilson, Connell, & Kamm, 2011; Rochelle, & 

Fidler, 2013; Zhang et al., 2016)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의 차이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는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 입원 횟수가 5회 이상 

집단, 질병활동도가 중등도 및 중증인 집단이 질병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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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반복적인 악화 상태로 인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질병에 대해 점점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연주 등(2016)의 연구에서 말초동맥질환자의 동반

질환이 많을수록, 증상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질병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

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도 질병 활동도에서 관해기보다 중등도 활동성 및 중

증 활동성인 경우 질병인식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크론병 환자의 질병 활동도가 높을수록 질병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으

며, 질병 활동도가 질병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나타낸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nowles et al., 2011; Zhang et al., 2016). 그러므로 질병

인식과 관련된 반복연구를 통해 크론병 환자들의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수준을 명확

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상에서는 크론병 환자들의 인식에 따라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질병인식 도구의 하위 영역별 특징에 따른 간호

중재 전략을 세워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 크론병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69.0%로 나타

났다. Yoon 등(2017)의 연구에서 지식 도구 개발 당시에 120명의 크론병 환자와 

80명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지식을 측정한 결과 전체 정답률이 평균 55.7%로 

본 연구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된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조사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지식의 영역별 정답률은 수술, 예방접종, 일반적 지식, 합병증, 약물 영역에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진단 후 경과 기간이 평균 8.69±6.13년이

었고, 모든 대상자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대상자의 79.2%가 입원 경험이 

있고 44.8%가 수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약물, 수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적 지식 영역 중에서 ‘크론병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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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병변이 생길 수 있다.’ 문항과 식이 및 일상생활 영역

에서 ‘금연은 질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항의 정답률은 90% 이상

으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위의 두 문항은 Yoon 등(2017)의 연구에서 문항

별 정답률 중에서도 84.9%, 85.4%로 가장 높은 정답률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금연은 국내외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서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권고되

는 사항으로(대한장연구학회, 2014; Gomollón et al., 2017; Mayberry, Lobo, Ford, 

& Thomas, 2013), 실제 크론병 환자들이 흡연을 질병의 경과 및 재발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임신과 출산 영역의 정답률은 44.8%로 전체 영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

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정답률은 남자 45.6%, 여자 42.9%로 여자보다 남자의 정답률

이 높았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Yoon 등(2017)의 연구 결과

에서는 임신 영역이 36.9% 가장 낮은 정답률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나왔으나, 성

별에 따른 정답률은 남자 31%, 여자 53.9%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일찍이 

국외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임신과 관련된 지식 부족과(Carbery, Ghorayeb, 

Madill, & Selinger, 2016; Selinger et al., 2012), 이로 인한 저 출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Mañosa et al., 2013), 임신, 모유 수유, 약물 사용 등 임신과 관련된 교육

을 활용한 중재연구(Mountifield, Andrews, & Bampton, 2014)가 시행되었다. 반면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크론병 환자를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의 노력이 부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간호 중

재 및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질병관련 지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

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 크론병 환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보고한 결과(Li et al., 2016),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대학교 졸업한 집단이 졸업을 

안 한 집단 보다 지식 정도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Selinger et al., 

2016). 이에 대해 Li 등(2016)은 교육수준이 높은 환자들이 질병 및 관리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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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약

물, 식이 및 퇴원 교육 등을 시행할 때 교육정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교육 자료를 이

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관련 지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입원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질병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 등(2017)

의 연구에서는 입원 경험 있거나, 환우회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 높은 

지식 정도를 나타내는 예측 변수임을 보고하였고, Selinger 등(201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거나, 건강관련 정보를 위해 적어도 매주 인터넷을 사용한 집단

이 지식 정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대상자 중 64.6%가 질병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호사를 통해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우

는 34.1%에 불과하였다. 이는 실제 현재 임상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임상에서는 대부분 생물학제제, 면역조절제 등 약물 위주의 개별교육 및 영양과 협진

을 통한 영양 상담 등이 시행될 뿐, 본 연구의 질병관련 지식의 도구의 하위 영역과 

같이 세분화된 교육 자료 및 간호 중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핵심적

인 역할로서 환자들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D.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토대로 개발한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도

구로 측정한 결과 총점 80점 만점에 평균 61.26±8.59점으로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중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제한된 교육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가간호행위의 영역별 평균 평점을 살펴본 결과 외래 방문, 금연 영역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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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나타냈다. 먼저 금연 영역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문항은 평균 평점 

3.61±0.90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염증성 장질환 장루 보유자의 우울

과 극복력에 대해 조사한 황지현(2013)의 연구에서 장루를 보유하고 있는 크론병 환

자 66명 중 57명(86.4%)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론병 환자의 금

연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Song 등(2017)의 연구에서는 445명의 크론병 환자 중 

248명(55.7%)이 금연하고 있었고, 이 대상자들의 금연을 하는 주된 이유로 크론병 

진단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103명(41.5%)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질병관련 지식 중 

금연 영역 ‘크론병에서 금연은 질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항에서 

90%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이 질병의 위험요인을 잘 인지하고 

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연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보다 금

연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자가간호행위에 취약한 집단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따른 교육정도에 따른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래 방문 영역에서 ‘약속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문항은 평균 

평점 3.85±0.41점으로 가장 높은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나타냈다. 강윤성 등 (2013)

의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평균 외래 준수율이 86.7±16.0%이었으며, 면역조

절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정시 방문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기

적인 외래 방문을 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래 방문을 통해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가간호행위의 영역 중 지지 영역은 1.72±0.57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 평점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크론병 환자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과 개인적인 고민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크론병 환자의 자조

모임은 질병에 대한 정보, 경험, 질문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Coulson, 2013; Krause, 2003). 유양숙 등(2013)의 크

론병 환자의 삶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들이 자조모임에 참여

하면서 초기에는 공감하며 위로를 받지만 주위 환자들이 자신과 다른 질병의 진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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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경우 오히려 위축이 되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

서 임상 현장에서는 먼저 크론병 환자의 자조모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 차원에서 크론병 

자조모임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질

병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다른 환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가간호행위의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항목은 식이 영역에서 ‘매일 

음식 일지를 기록한다.(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문항으로 평

균 평점 1.18±0.4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문항에 대한 자가간호행위를 그동안 

거의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부

족했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한장연구학회(2014), Kane(2010) 등의 서적

과 WebMD 웹사이트 등에서는 특정 음식으로 인해 증상을 악화시킬 경우 음식일지

를 작성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의료진과 공유하라고 제

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크론병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증상을 기입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Con, & De Cruz, 

2016).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적을 토대로 식이관리를 위한 교육 

개발과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크론병 환자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관해기 상태를 유지하고(Jones,  

Kappelman, Martin, Chen, Sandler, & Long, 2015), 삶의 질이 향상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질병관련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Ng, Millard, Lebrun, & 

Howard, 2007).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행위 하위 영역 중 운동 영역의 ‘나의 건강 상태

에 맞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문항은 평균 평점 2.29±0.92점으로, 전체 문항 중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 중에서 대학교 졸업 이

상 집단, 질병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운동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따라서 크론병 환자들이 질병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간호사 주도

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크론병 환자들의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교육정도

를 고려한 운동프로그램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질병인식과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질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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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스트레스 관리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질병을 위협적으로 인식할수

록 스트레스 관리 행위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Zhang 등(2016)의 연구에서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인식과 스트레스

가 질병의 중증도, 우울, 불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임을 보고하였다. 이

는 질병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 관리 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외에서는 간호사 주도로 상해를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인

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체적 증상을 줄이고, 상해를 통

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하였다(Lee, Chien, Hung, & 

Chou, 2015).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질병인식을 긍정적으

로 향상시키는 간호 중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스트레스 관리 행위수

준을 높이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간호행위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자가간호행위의 하위 영역 중 금연, 약물, 금주, 운동, 식이, 지지 영역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i 등(2016)의 연구

에서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이 낮을수록 흡연행위 정도가 올라갔으며, Tae 

등(2016)의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제한된 지식은 치

료 비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다른 만성질

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염 환자(이정은 et al., 2011), 당뇨 환자(이윤미, 

손연정, & 이은주, 2012), 통풍 환자(강성금 et al., 2014), 말초동맥질환자(유연주 et 

al., 2016), 항암 환자(김은미 & 왕명자, 2012)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질병관

련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하여 질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임상 현장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질병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질병관련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여, 이를 통해 실제 자가간호행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재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일개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출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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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표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병인

식 도구의 Cronbach’s α = .51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하

(2012)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

재량이 .4이하인 3개의 역 문항(3, 4, 7번)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8문항 중 역 

문항(3, 4, 7번)을 제외하여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Cronbach’s α = .75임을 확

인하였다. 이는 3개의 역 문항이 질병인식 도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국내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통해서 신뢰도

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및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보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크론병 환자를 위한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

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크론병 환자의 치료 목표인 질병

의 관해를 유도하고 유지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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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고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가 질병에 대해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련 지식은 중상 수준으로, 특히 하위  

영역 중에서 임신과 출산 영역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크론병 환자를 대상

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간

호 중재 및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는 중상 수준으로, 하위 영역 중에서 외래 방문, 금연 영역 순으로 점수

가 높게 나타났고, 지지 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자조

모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질병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병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관리 

영역의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낮았고, 반면 질병관련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금연, 약

물, 금주, 운동, 식이, 지지 영역의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질병관련 지식의 향상

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병의 관해 상태를 유도 및 유지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론병 환자의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점에 의의가 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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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 실무, 연구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측면

  

  크론병 환자들이 질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병관련 지식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므로 크론병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교

육 과정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미 임상에서는 약물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질병관련 지식 도구에서와 같이 해부학, 일

상생활 및 식이, 합병증, 수술 등 세부 영역별로 나눠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외국의 세부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자가간호를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을 활

용하여 국내 크론병 환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2. 간호 실무 측면 

  국내는 국외에 비해 크론병 환자의 자가 간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에 따른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여 국내 크론병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을 제언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교육 및 질병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가운데 

간호사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할 것을 제언하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는 질병인

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질병관련 지식 향상과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간호 중재를 실시하여 크론병 환자들이 간호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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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연구 측면

  우선적으로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측정하기위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기에 제한점이 있었고,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

로 질병인식과,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연구가 타 질환에 비해 적어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가간호행위 도구를 활용한 연구와, 

질병인식, 질병관련 지식에 대한 반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세부 항목별로 질병의 긍정적인 인식과 질병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 실제 자가간호행위에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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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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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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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CDAI)

항목 가중치

1. 최근 일주일간 대변(묽은 변 또는 설사) 횟수 ×2

2. 최근 일주일간 평균 복통 정도

   (0: 없음, 1:경증, 2: 중등도, 3: 고도) 
×5

3. 최근 일주일간 전반적인 상태 정도

   (0: 좋음, 1:약간 나쁨, 2: 중간정도 나쁨, 3:  매우 나쁨, 

    4: 극도로 나쁨)

×7

4.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 개수

   ① 관절통 또는 관절염

   ② 홍채염 또는 포도막염

   ③ 결절성 홍반염, 괴저성 농피증 또는 구내 궤양

   ④ 항문 주위의 열상, 누공 또는 농양

   ⑤ 다른 부위의 누공

   ⑥ 지난 일주일간 고열(37.8℃ 이상)

×20

5. 지사제의 사용(0:없음, 1: 있음) ×30

6. 복부 종괴 여부(0:없음, 2: 의심됨 5: 있음) ×10

7. Hematocrit

   [(남자 : 47- Hematocrit),여자 : 42- Hematocrit)]
×6

8. 1-(환자체중/표준체중) X 100 ×1

  150점 미만               =  관해(Remission)

  150점 이상~220점 미만   =  경증 활동도(Mild activity)

  220점 이상~450점 미만   =  중등도 활동도(Moderate activity)

  450점 이상               =  중증 활동도(Sever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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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 B C D E F G H I J

식이 ○ ○ ○ ○ ○ ○ ○ ○

약물 ○ ○ ○ ○ ○

금연 ○ ○ ○ ○ ○ ○ ○

금주 ○ ○ ○

운동 ○ ○ ○ ○ ○

스트레스 

관리
○ ○ ○ ○ ○ ○ ○

지지 ○ ○

외래 방문 ○ ○

부록 5.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와 관련된 문헌 및 웹사이트에 제시된 하위 영역 

분석 

 A. World Gastroenterology Organization

    - Global Guidelines: Inflammatory Bowel Disease (2015)

    - http://www.worldgastroenterology.org

 B.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Crohn's disease management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C.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크론병 교육자료(2012)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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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IH Medlineplus Magazine

    - What is Crohn's disease(2016) 

    -https://medlineplus.gov/magazine/issues/winter16/articles/winter           

     16pg4-5.html

 E. WebMD 

    - Crohn's Disease Health Center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crohns-disease/default.htm  

 F. National Institu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 

    - Crohn's disease : Eating, Diet, & Nutrition for Crohn’s Disease(2016)   

    - https://www.niddk.nih.gov/health-information/digestive-diseases/

      crohns-disease/eating-diet-nutrition

 G.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H. 3rd European Evidence-based Consensus o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rohn’s Disease: Part 1: Diagnosis and Medical

    Management(2016) 

 I. NICE guidance: Inflammatory bowel disease quality standard(2015) 

 J.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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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수)

문헌 및 웹사이트 내 용
문항

번호

금연

(1)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Ⅲ-6. Smoking] p47 

 Upon diagnosis, the patient with CD should quit 

smoking

12

 3rd European Evidence-based Consensus o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rohn’s Disease 

2016: Part 1: Diagnosis and Medical Management

(2016) [6.1.1 General recommendations] p19

 In view of the adverse effects of cigarette 

smoking on the course of CD, smoking should be 

discouraged in all patients. Data from 

observational studies show that smoking increases 

the need for steroids, immunosuppressants and 

operations. Conversely, smoking cessation may 

improve the course of the disease. 

 World Gastroenterology Organization

- http://www.worldgastroenterology.org

- Global guidelines: inflammatory bowel disease

  (2015) 

 Smoking cessation benefits patients with CD in 

relation to their disease course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 Crohn's disease management(2011)

 Smoking should be stopped by all who have CD 

or are at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CD.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If you smoke, stop>

 The more you smoke, the more likely you are to 

부록 6. 크론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와 관련된 문헌 및 웹사이트에 제시된 내용과 도구 문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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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to Avoid Crohn's Disease Symptoms(2015)

get flares. If you quit smoking, your chances drop 

to the same as a nonsmoker with Crohn's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여정기

-대한장연구학회(201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상생활] p186-187.

 크론병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잘 걸리고 담배를 

피우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병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확률이 더 높고 예후도 나쁘다. 수술 

후에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크론병 환자는 반드시 금연해야한다.

금주

(1)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Ⅲ-7. Alcohol drinking], p47 

 It is not necessary to recommend to every 

patient with CD that they refrain from drinking 

alcohol. However, it is preferable to avoid 

excessive drinking and to stop drinking when the 

disease is in the active phase. 

13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크론병 교육자료(2012) 

 술이나 커피는 장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

으므로, 병이 악화된 상태라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병이 호전된 상태라 면 한두 잔의 술이나 커피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이나 커피 는 습관성 식품이

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유리할 것입니다.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상생활] p186

 술이나 커피는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심한 활동기에는 삼가는 것이 

좋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관해기라면 한두 잔의 술이

나 커피는 괜찮다.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Generally, patients do not require rest or 

restriction of activities. Patients in th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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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2) 

of experts in Japan(2013)

[Ⅲ-4. Exercise and social activities] p46

phase with severe abdominal symptoms, a finding 

of systemic inflammation, and exhaustion should 

avoid excessive exercise.

14~15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 Crohn's disease management(2011)

 Exercise and stress management can decrease 

flares and help moderate the disease.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크론병 교육자료(2012) 

 크론병 환자도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상태가 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면 운동은 해도 됩니다. 단, 병이 악화됐을 시에 

는 지나치게 피로를 유발하거나 복통, 관절통 등의 증

상을 악화시킬 정도로 격렬한 운동은 제한하는 것이 좋

습니다.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for Self-Care With Crohn's isease(2016)

<Get Moving>

 Regular exercise can also help you feel better. 

So can other simple activities. 

Try the following: Throughout the day, pay 

attention to your breathing and slow it down. 

Take time to be outdoors. Meditate, pray, or 

practice yoga. Spend time with positive people 

whose company you enjoy.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상생활], p187 

 활동기에는 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관해기 

상태가 되면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수 

있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거의 정상인처럼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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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레스 

관리

(3)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p58. [VI-1. General 

principles for preventing relapse]

 Advise the patient to adopt a lifestyle without 

excessive mental stress, to have as little stress 

as possible.

16~18

 World Gastroenterology Organization

- http://www.worldgastroenterology.org

- Global Guidelines: Inflammatory Bowel Disease

  (2015) 

 Reduction of stress and better stress 

management may improve symptoms or the 

patients’ approach to their disease. The assistance 

of a mental health worker may be useful, and 

attention to comorbid psychiatric illness is 

imperative.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 Crohn's disease management(2011)

 Exercise and stress management can decrease 

flares and help moderate the disease.

 NIH Medlineplus Magazine

- https://medlineplus.gov/magazine/issues/winter16

  /articles/winter16pg4-5.html

- What is Crohn's disease(2016) 

 People with Crohn's disease sometimes feel more 

stress in their lives, which can make symptoms 

worse. Eating well, getting enough rest, and 

learning to relax may help you through stressful 

times. Support groups may help lower stress for 

people with Crohn's disease. Ask your health care 

provider for help finding support groups.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크론병 교육자료(2012) 

 크론병은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

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의 경

과가 환자 본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는 

있겠지만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크론병을 일

으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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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의 생리작

용 등에 영향을 미쳐 체내 여러 화학물질의 분비와 면

역기능을 저하시켜 증세를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주

변의 환경이 얼마나 환자를 따뜻하게 감싸주느냐에 따

라 환자는 더욱 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to avoid crohn's disease symptoms(2015)

- Tips for self-care with Crohn's disease(2016)

 Stress does not cause the illness, but it can 

make you feel worse. Get regular exercise and do 

things that help you relax, like yoga and 

meditation. You handle problems better when 

you're rested, so make sleep a priority.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상생활] p192-193  

 스트레스는 증상 악화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물론, 모

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나치

게 스트레스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더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

법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다. 

 

지지

(2)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for Self-Care With Crohn's Disease(2016)

<Seek support>

 You can have some tough days with Crohn’s or 

any other long-term condition. So ask for help 

and support.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are 

often willing to step up. Sometimes they’re not 

sure how to do that. So if someone says, “Let me 

know if I can do anything,” give them some ideas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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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hat would be helpful.

 You might like to talk to others with Crohn’s

disease. Look into online and local support 

groups. Ask your doctor or nurse about resources 

in your area.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상생활] p181-182

 다른 환자로부터 대처 방법을 배운다. 염증성 장질환 

정보공유모임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외래

방문

(2)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Ⅷ-1. Routine follow-up schedule] p63 

 Advise patients to have regular examinations, and

observe changes in the clinical symptoms 

(abdominal pain, diarrhea, fever, and others).

21~22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 Crohn's disease management(2011)

 Regular visits with a gastroenterologist and 

developing a longstanding relationship are vital to 

managing this disease.

약물

(4)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p63

[VI-1. General principles for preventing relapse]

 Advise the patient that in using an analgesic or 

an antipyretic, wherever possible to avoid 

NSAIDs.

8~11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for Self-Care With Crohn's Disease(2016)

 NSAIDs are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They include aspirin, ibuprofen, and 

naproxen. They can trigger flares or cause 

symptoms like those of Crohn's. Ask your doctor 

about other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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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 Crohn's disease management(2011)

 A group of medications, known as NSAIDS 

(aspirin, ibuprofen, naproxen), should also be 

avoided as they can worsen CD in some patients.

 NICE guidance 

- https://www.nice.org.uk/guidance/qs81/chapter/

  Quality-statement-4-Monitoring-drug-treatment

- Inflammatory bowel disease quality standard

  (2015) 

 People receiving drug treatment f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are monitored for adverse effects.

 People taking medication f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have regular check‑ups for any side 

effec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take action if 

there are any concerns. This will lower the 

chances of the person having problems caused by 

the medication. People should be helped by their 

care team to understand treatment options and 

monitoring, including benefits, risks and possible 

consequences.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for Self-Care With Crohn's Disease(2016)

 Prescription medicines are a big part of 

managing your condition. They are usually very 

good at controlling symptoms and will help you 

avoid flare-ups. Always ask questions if you don’t

understand how to take your medicines. Your 

pharmacist may also be able to answer those 

questions. If you have side effects or can’t afford 

your medicines, tell your doctor. He may be able 

to switch you to another medicine that will work 

better for you.



- 95 -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약물치료의 이해] p110-111

 <약물치료시 주의할 점>

- 관해기에도 꾸준히 약물복용하기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유도요법

시에는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른다. 그러나 유도요법만큼 

유지요법 역시 중요하다. 증상이 사라진 관해기에도 꾸

준히 약을 복용해야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

고, 악화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덜하다. 꾸준한 약

물 복용을 위해 복약 다이어리나 투약 알림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끊지 않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스스로 약을 끊거나 조절해선 안

된다. 반드시 주치의와 의논한 후 약을 바꾸거나 용량

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

다. 

식이

(7)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크론병 교육자료(2012)

 음식을 가리기보다는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

도록 골고루 잘 먹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오히려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게 하고, 전신 상태를 호전시키

며 성장을 촉진합니다.

 1, 3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Ⅲ-5. Diet] p47 

 The response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to 

foods varies considerably from person to person. 

Accordingly, individual patients should avoid 

specific foods that make their symptoms worse.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음식을 가리기 시작하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영양결핍이 생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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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병 교육자료(2012) 음식을 가리는 것은 그 음식이 분명한 부작용이나 합병

증을 보일 때만 피해야 합니다.

 NIH Medlineplus Magazine

- https://medlineplus.gov/magazine/issues/winter16

  /articles/winter16pg4-5.html

- What is Crohn's disease(2016) 

 You should eat a healthy diet and avoid foods 

that make symptoms worse. 

 Medlineplus

- https://medlineplus.gov/ency/article/000249.htm

- Crohn's disease(2016)

 <Diet and Nutrition>

 You should eat a well-balanced, healthy diet. 

Include enough calories, protein, and nutrients 

from a variety of food groups.

 No specific diet has been shown to make Crohn 

symptoms better or worse. Types of food 

problems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Tips to Avoid Crohn's Disease Symptoms(2015)

 <Eat healthy>

 Keep a diary to learn if certain foods make your 

symptoms worse. For some people with Crohn's, 

high-fat foods or fiber-rich fruits and vegetables 

(like beans and broccoli) cause problems. Let your 

doctor know about things you eat that seem to 

trigger your symptoms. 4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대한장연구학회(2014)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상생활] p191  

 <음식/증상 일지를 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위해 증상이나 음식

에 대한 반응, 약제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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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습관을 가진다. 하루에 평균 몇 번 대변을 보는

지, 대변의 굳기와 색깔은 어떤지, 피나 고름이 섞여 

나오지는 않는지, 피가 나오면 어느 정도인지, 배가 아

프다면 어느 부위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발열이나 

체중 변화는 없는지, 식욕은 어떤지, 새로 나타난 증상

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이에 대해 주

치의와 의논한다.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 http://patients.gi.org/topics/crohns-disease/ 

- Crohn's disease management(2011)

 Healthy diets (avoiding fatty and fried foods), and 

adequate intake of protein improve symptoms and 

maintain nutrition.

6~7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Crohn's Disease: Diet and Nutrition(2016) 

 <Avoid Problem Foods>

 High-fat, greasy, and fried food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rohn's disease, integrated with formal consensus 

of experts in Japan(2013) [Ⅲ-5. Diet] p47

 Basic recommendations during the active phase 

include having a low-fat, low-residue diet with 

low levels of stimulants, and food high in protein 

and calories,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while 

keeping the intestinal tract at rest. In the 

remission phase, no strict dietary restrictions are 

necessary, but a low-fat diet is preferred.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 크론병 교육자료(2012)

 술이나 커피는 장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

으므로, 병이 악화된 상태라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병이 호전된 상태라면 한두 잔의 술이나 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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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이나 커피는 습관성 식품이

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유리할 것입니다.

 NIH Medlineplus Magazine

- https://medlineplus.gov/magazine/issues/

  winter16/articles/winter16pg4-5.html

- What is Crohn's disease(2016) 

 No foods are known to cause injury or 

inflammation to the intestine. But foods such as 

hot spices, alcohol, greasy foods, and milk 

products may make diarrhea and cramping worse.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Crohn's Disease: Diet and Nutrition(2016)

 <Dairy food>. 

 These are good for you, but if they cause 

diarrhea, pain, or gas, you may not be able to 

digest them. Your doctor may call this lactose 

intolerance. It’s often hard to tell if your 

symptoms are from the Crohn's or the food. To 

find out, get tested. If you are lactose intolerant, 

pills that contain lactase may help you digest milk 

and milk products.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여정기

- 대한장연구학회(2014) [식이와 영양] p163-164 

 염증성 장질환에 해로운 음식

- 소량씩 자주 먹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름진 음

  식이나 튀긴 음식의 섭취량을 줄인다. 

- 카페인은 설사를 유발할 수 도 있으므로, 설사가 심

  한 경우에는 카페인을 피한다. 

- 매운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더 쉽게 먹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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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MD 

- http://www.webmd.com/ibd-crohns-disease

  /crohns-disease/default.htm

- Crohn’s Disease: Staying at a Healthy Weight

  (2015)

 <Eating Tips>

- Eat small meals or snacks every few hours 

   rather than three large meals a day.

- Stay hydrated by drinking plenty of water and 

   other fluids.

- When you’re not having a flare, focus on eating 

   a wide variety of healthy foods.

1~7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 

- https://www.niddk.nih.gov/health-information

  /digestive-diseases/crohns-disease/eating-

  diet-nutrition

- Eating, Diet, & Nutrition for Crohn’s Disease

  (2016)

 Changing your diet can help reduce symptoms. 

Your doctor may recommend that you make 

changes to your diet such as

- drinking more liquids

- eating smaller meals more often

- keeping a food diary to help identify foods that 

  cause problems

 Medlineplus

- https://medlineplus.gov/ency/article/000249.htm

- Crohn's disease(2016)

 To help ease symptoms, try:

- Eating small amounts of food throughout the

  day.

- Drinking lots of water

  (drink small amounts often  throughout the day).

- Avoiding fatty, greasy or fried foods and sauces 

  (butter, margarine, and heavy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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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llness perception, disease-related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in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Lee, Yu N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ness perception, 

disease-related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in Korean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ous 

factors. 

METHODS : The study design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A 

convenience sample of 96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was used from  

outpatient clinic of the gastroenterology department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from October to December, 2017. Date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24.0. 

RESULTS : The subjects’ illness perception was 38.48±6.47 out of 80 points. 

The subjects’ disease-related knowledge was higher than average at 

14.40±3.50 out of 21 points. They recorded a high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 the categories of “surgery” and “vaccination” but were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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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in “function” and “reproduction”. The subjects’ self-care behavior 

score was 61.26±8.59 out of 88. Among the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higher scores were obtained under “outpatient visit” and “smoking 

cessation” and lower scores under “support”. A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llness perception and stress management of 

the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Disease-related knowled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care behavior. That is, patients with more 

disease-related knowledge engaged more actively in self-care behavior. The 

sub-categories of self-care behavior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ease-related knowledge were “smoking cessation”, “medication”, “alcohol 

abstinence”, “exercise”, “diet” and “support”. 

CONCLUSIONS : This study found that the self-care behavior of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were positively related to disease-related knowledge. Well 

developed nursing intervention and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re 

necessary for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to have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illness and gain disease-related knowledge, and thereby to 

ultimately improve their self-care behavior. Furthermor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in sub-categories based on the proposed self-care 

behavior tool.  

 Key words: Crohn's disease, Illness perception, Disease-related knowledge, 

             Self-care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