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와

영향요인

Adherence to Medication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nd Its Associated 

Factors

울 산 대 학 교 산 업 대 학 원

임 상 전 문 간 호 학 전공

권 은 자

[UCI]I804:48009-200000507537[UCI]I804:48009-200000507537[UCI]I804:48009-200000507537[UCI]I804:48009-200000507537[UCI]I804:48009-200000507537[UCI]I804:48009-200000507537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와

영향요인

지 도 교 수 박 정 윤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8월

울 산 대 학 교  산 업 대 학 원

임 상 전 문 간 호 학 전공

권 은 자



권은자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울 산 대 학 교  산 업 대 학 원

2021년 8월



i

감사의 글

배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며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해

주시며, 논문 시작부터 논문을 마무리할 때까지 따뜻한 조언을 보내주신 박정윤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면서 세심한 조언을 주신 김정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 주시고 논문

지도를 망설임 없이 허락해 주신 예병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동안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양석균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애정 어린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 때마다 아낌없이 도와주신 박상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투약 순응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도움을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격려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김미순, 강태림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지혜 유엠님,

인생의 선배로서 늘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고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정연화 유엠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 하나하나 함께 고민해 주시며 논문 시작부터 함께해 주신 이영진

선생님, 언제 어느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윤경, 

송민숙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김수정, 윤은자, 박지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과 논문을 쓸 때 따뜻한 조언을 주신 송예림, 박진아, 최혜정, 

최희정 전담 간호사님들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묵묵히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며 함께 했던 소화기내과 외래 식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료 정리를 도와주신 장성혜 선생님과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준 박은애, 임상희, 정세영, 이은경 우인혜, 권제민,

김아름, 이혜정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ii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고, 자신감을 주며 함께해 주신 양은아, 최선옥,

강미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늘 챙겨주며 함께해 주셨던 대학원 동기, 김미리, 김윤희,

서영희, 우연주, 장유리, 정혜련, 최소진, 최자영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대학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엄마를 이해해 주며 언제나 힘내라고 용기를 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승기와 귀염둥이 막내딸 수연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일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지원군인 나의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 편이자, 항상 힘이 되어 준 나의 사랑하는

언니와 형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자주 찾아

뵙지도 못하고 부족함 많은 며느리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시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07월

권은자 올림



iii

국문초록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위장관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질환으로 내과치료로 완치

되지 않고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 질환의 반복되는 악화 및 합병증,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를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을 파악

하고자 함이며, 이는 투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 내원한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 받은지 6개월 이상의 만 18세 환자들 중, 경구약을 복

용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환

자 자가보고식 투약 순응도 측정 도구인 MARS (Medication Adherence Reporting 

Scale)를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법, 피어슨 상관분석법 및 다중 선형회귀분석법으

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207명 중 크론병이 125명(60.4%), 남성이 134명(64.7%)이었다. 평균

연령은 39.63세(표준편차 13.16세), 염증성 장질환 평균 이환기간은 10.09년

(표준편차 6.33년)이었다. 1일 평균 약제 숫자는 6.21개(표준편차 3.97개), 1

일 평균 투약 횟수는 2.04회(표준편차 0.83회)이었다.

2.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는 25점 만점에 평균 22.46점(표준편차

2.86점)이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80% 이상의 투약 순응도 환자는 87.4%였

다.

3. 투약 순응도는 크론병(t=-2.450, p=.015), 수술력이 있는 경우(t=2.126, 

p=.035), 5-ASA (t=2.694, p=.008), 생물학제제를 투여하는 경우(t=2.065, 

p=.040)는 투약 순응도가 낮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경우(t=-5.039, 

p=<.001) 투약 순응도가 높았다. 경구약제(t=2.065, p=.040)만 투여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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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비경구약제와 병행하여 투여 받은 군보다 투약 순응도가 더 높았다. 투

약 횟수에 따라서는 하루 세번 이상 투여군이 하루 한번 투여군보다 투약 순

응도가 더 낮았다(F=4.95, p=.008).

4. 자기효능감과 투약 순응도(r=.312,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질병

관련 지식, 우울, 불안과 투약 순응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5.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p<.001)과 1일 투약 횟수

(p=.016)였다.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2.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F=4.337, p<.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 향상

을 위해서는 투약 횟수를 하루 1회로 경감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 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주요어: 염증성 장질환, 투약 순응도,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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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위장관에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만성 질환으로 크론병(Crohn’s disease) 및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이 대표적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복통, 설사, 체중 감소, 

혈변 등의 증상으로 발현하고,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장 협착, 누공,

천공, 악성 종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Park et al., 2017).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반복되는 질환의 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염증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또는 소분자약물과 같은 처방된 약을 꾸준히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hapman et al., 2020).

2018 년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숫자는 크론병 23,788 명, 궤양성 대장염

45,292 명, 합계 총 68,524 명으로 2009 년 크론병 12,970 명에서 약 83.4% 증가,

궤양성 대장염 28,787 명에서 약 57.3%가 증가하였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연령별 유병률을 보면 20-30 대가 50.7%와 40-50 대가 41.4%로 보고되었다(Shin, 

2020). 반면 투약 순응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고혈압과 당뇨병은 65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의 89.7%이며, 30 세 이상 성인에서 유병률이 고혈압 28.9%, 

당뇨병은 10.1%로 보고되어(Lee et al., 2020)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젊은 층 분율이 더 높아 다른 만성질환보다 투약 유지기간이 길다.

투약 순응도는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가 약을 투여하는 것(Vrijens et al., 

2012)을 말한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순응도와 재발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투약 순응도가 낮은 환자들의 재발 위험이 투약

순응도가 높은 환자에 비해 2.9 배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Tae et al., 2016).

투약 순응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외 연구들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는 55~70%로 보고되었고(Jackson et al., 2010), 국내

연구들에서도 63.8~77.7%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6; Tae et al., 2016). 

국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가 85%으로

보고(Kim et al., 2015) 된 것과 비교하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2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질병에 대한

지식, 신념, 심리적 요인, 약물 부작용, 환자의 증상, 치료의 복잡성, 약물 비용,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 등이 알려져 있다(Kane et al., 2001; Sewitch et al., 

2003).

자가간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장질환 질병관련 지식은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잘못된 지식이나 한정된

지식은 약물 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질병을 악화 시키거나 치료를 지연 시킬 수 있다(Selinger 

et al., 2013).

당뇨병이나 뇌졸중과 같이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도 질병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질병의 자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ezo et al., 2020; Park & Kim, 2019).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인 자기 효능감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투약 순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Keefer et al., 2011) 되었다.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게 되면 약제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치료 중단으로 이어진다(Graff et al., 2016). 만성 질환자 중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환자의 투약 순응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eum & Suh, 2014). 따라서 투약 순응도 향상을

위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심리적 요인이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ackson 등은 우울, 불안, 심리적 고통이 클수록

투약 순응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Nahon et al., 2010;Jackson et al., 

2010).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연구에서도 우울은 치료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순응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Park et al. 2007). 투약 순응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우울이나 불안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약이 질병관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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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투약 순응도 영향요인 연구는 부족하다. 선행 연구로 진행된 국내

만성 질환과 국외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약 순응도 연구결과들을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를 확인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환자의 투약 순응도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의 근거자

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지식정도,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과 투약 순응도를 규명한다.

둘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투약 순응

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정도,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과

투약 순응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질병 관련 지식(Disease-related knowledge)

(1) 이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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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지식을 말한다(Eaden et al., 199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Yoon 등(2017)이 개발한 염증성 장질환 지식 도구

(Inflammatory bowel disease-related knowledg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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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1) 이론적 정의

          어떤 일을 잘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말한

다(Bandura, 197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Keefer 등(2011)이 개발하고 Lee 등(2020)이 한

국어로 번역한 염증성 장질환 관리 자기효능감 도구(Inflammatory bowel 

disease self-efficacy Scale, IBD-SE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불안

(1) 이론적 정의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두려운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7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igmond 등(1983)이 개발하고, 오세만 등(1999)이 번역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중 불안

하부척도(HADS-A)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우울 (Depression)

(1) 이론적 정의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

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및 수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장애를

의미한다(Battle, 197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igmond 등(1983)이 개발한 도구를 오세만 등(1999)이 번

역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중

우울 하부척도(HADS-D)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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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약 순응도(Medication adherence)

(1) 이론적 정의

   투약 순응도란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가 약을 복용(Chan et al., 2017),

하거나 건강제공자에 의해 제공 된 권고 사항 등에 대해 환자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Tae et al., 201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Horne과 Weinman (2002)이 개발한 Medication Adherence 

Reporting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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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염증성 장질환의 투약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위장관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 크게 크론병(Crohn’s disease)과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을 말한다. 크론병은 위장관 전체를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호발 연령은 청소년기부터 젊은 성인이며, 내과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며, 장시간에 걸쳐 장관의

파괴가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기반

역학연구인 서울 송파-강동구 역학연구에서 그 발병률을 보면 1986-1990 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률이 연간 100,000 명당 0.06 명 및 0.29 명에서

2011-2015 년에는 2.44 명 및 5.82 명으로 증가하였고, 유병률도 2015 년 12 월

31 일 기준, 인구 100,000 명당 크론병 31.59 명, 궤양성 대장염 76.66 명으로

보고되있다(Park et al., 2019).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장내 세균총에 대한

이상면역 반응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아직 명확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Park et al., 2017). 발병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출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협착, 누공, 천공, 악성 종양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므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소분자약물 등을 평생

투여해야 한다. 항염증제인 5-아미노살리실산은 일차 약제로 주로 사용하며

활동성 염증성 장질환의 관해 유도 및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는

활동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빠른 증상의 호전을 위해 사용하며 관해 유도가

되면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중단하고 관해 유지를 위해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면역조절제는 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에서에서 스테로이드의 감량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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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해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또한 생물학제제 사용시 생물학제제에

대한 항체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생물학제제 및 소분자약물은

증등도 이상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사용되며 약제에 따라 정해진 유도요법

후 유지요법으로 투여하게 된다. 이러한 약제들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불충분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절제술이 필요하나, 

크론병의 경우 수술로 완치되지는 않고 이후에도 흔히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Park et al., 2017).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은 후 10년 이내에

수술을 받을 위험은 각각 46.6% 및 15.6%로 보고된 바 있다(Frolkis et al., 

2013). 국내 한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599 명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 16%는 관해기를 유지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84%가 만성 활동기라고

응답하였고, 65%는 5년 이내에 입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Kim et al., 

2017).

염증성 장질한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한 경과를 보면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는 질병활성도 증가의 위험이 더 높았고 (Kane et al., 

2003), 항-종양괴사인자(Anti-tumor necrotic factor, anti-TNF)의 약제 반응

감소(Loss of response, LOR)(van der Have et al., 2016)와 대장암 위험 증가와

함께 더 높은 사망률(van der Have et al., 2016)을 보였으며, 순응도가 좋은

환자에 비해 장애 정도(Inflammatory Bowel Disease Disability Index)가 더

심한 것(Perry et al., 2018)으로 확인되었고 삶의 질 저하(Hommel et al., 

2008)와 치료비용이 증가(Kane 및 Shaya, 2008)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약 순응도가 낮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염증성 장질환의 재발과 질병 진행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2. 투약 순응도

“순응(Compliance)”이라는 용어는 1976년 Sackett 와 Haynes 등이 처음 사용

하였고 환자의 약물 복용, 식이 요법, 일상생활 관리 측면에서 의료진의 처방과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Haynes et al., 1976). 이후로 원래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적용을 하며 임상연구와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때 잘못된 이해와 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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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009년 9월 Bernard Vrijens는 “순응”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수행, 분

석 및 해석을 지원하고 용어와 측정방법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

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용어에서 “투약 순응(Medication adherence)”은 환자가

처방된 대로 약 복용을 하는 과정으로, 시작(Initiation), 시행(Implementation), 

중단(Discontinuation)의 세부과정으로 구성된다(Vrijens et al., 2012).

  그러나 “투약 순응(Medication adherence)”과 “투약 비순응(Medication 

non-adherence)”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단기준(Cut-off level)은 따로 정

의되어 있지 않았다(Chan et al., 2017). 다만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처방

받은 약의 80% 미만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투약 “비순응”이라고 정의(Kane et 

al., 2003)하는 반면 임상시험에서는 95% 이상의 복용이 절대 요구사항으로 간주

되기도 하였다(Osterberg et al., 2005).

투약 순응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지 직접 관찰

하는 방법(Directly observed therapy)과 환자의 혈액에서 약물 또는 약물의 대

사물질을 측정하거나(Measurement of the level of medicine or metabolite in 

blood), 환자의 혈액에서 투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생의학적 지표를 측정

(Measurement of the biological marker in blood)하는 방법이 있다(Krousel-Wood 

et al., 2004). 투약 순응도를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환자 설문조사

(Patient questionnaire)나 환자의 자가 보고식(Patient self-report) 방법, 환

자가 투약하고 남은 알약의 개수를 세는 방법(Pill count), 환자가 약을 꺼낼 때

이를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기계(Electronic medication monitor)를 이용하는 방

법, 환자가 매일 자신의 투약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

(Patient diary), 투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환자에게서 측정하는 방법

(Assessment of the patient’s clinical response)등이 있다(Krousel-Wood et 

al., 2004). 

환자의 자가 보고식 투약 순응도 측정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저렴하여 임상에

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 4가지 혹은 8가지 항목을 측정한 투약 순응도 측정도구인 Morisky Medical 

Adherence scale (MMAS-4, 8 item)와 Medication Adherence Reporting Scale 

(MARS-4, 5 item), 간단하게 얼마나 환자가 약을 잘 복용했는지 표시하는 Visual 

Analogue Scale(VAS), 얼마나 자주 투약을 잊었는지 측정하는 Forget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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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FM) 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하여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 순응도

평가 연구들을 살펴보면 MMAS-4 item을 이용한 연구에서 투약 비순응 환자가

36.2%(Tae et al., 2016)였고, MARS-4 item에서는 22%에서 투약 비순응도가 확인

되었다(Kim et al., 2016). MARS-4 item을 이용한 국외 연구에서는 35.1%에서 투

약 비순응도가 확인되어(Selinger et al., 2013) 국외의 투약 순응도보다는 국내

투약 순응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ARS-5 item(© Professor Rob Horne)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

평가에 많이 이용되었고 그 유용성도 확인되었다. 이 도구는 Horne과 Weinman 등

(2002)이 천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고, Horne과 Parham 등 (2009)이 염증

성 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약 순응도를 측정하여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Chan et al., 2017). 그러나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 순응도 연구 중 MARS-5 item (© Professor Rob Horne)을 이용한 연구는 아

직 없었다. 따라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와 국외 염증성 장질

환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 및 관련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선행연구의 투약 순응도와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지식, 약물에 대한 지식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Ashok et al., 

2017)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투약 순응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며(Keefer et al., 2011),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정서적인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Jackson et al., 2010). 그러나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

자의 투약 순응도와 관련 요인들에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3. 투약 순응도의 영향요인

1) 질병관련 지식

질병관련 지식은 질병에 대한 해부학, 역학 등의 일반적 지식과 치료, 식이

및 합병증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Eaden et al., 1999), 염증성 장질환과 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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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 질병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건강행위로 변화하

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잘못된 지식은 치료 효과 감소, 질병의 악화 혹은 재발

을 초래하기도 한다(Selinger et al., 2013). 또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의료비용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Colombara et al., 2015).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

환이므로 질병관련 지식이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hn’s 

and Colits Knowledge (CCKNOW)(Eaden et al., 1999)가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생물학제제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고 질환별 항목들이 고르지 않다는 한계가 있

었다. 이후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관련 지식 측정 설문지인 IBD-KNOW 가 개발되

었고(Yoon et al., 2017), 이의 유용성은 미국과 한국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모

두에서 확인되었다(Kim et al., 2020). 이 도구는 해부학, 역학, 기능, 식이 및

일상생활, 일반적 지식, 약물, 수술, 합병증, 임신과 출산, 예방접종 등의 다양

한 방면의 지식을 측정할 수 있다. 최근 연구 중 IBD-KNOW를 이용하여 염증성

장질환 환자 142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 정도를 측정 연구에서 IBD-Know 

점수는 24점 만점에 10.1점이였다(Yeo, 2018). 미국과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의

지식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100명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지식 정도

는 14.8점, 국내 염증성 장질환 96명의 지식 정도는 11.3점으로 국내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지식 정도가 더 낮아 질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Kim et al., 

2020).

염증성 장질환에 관련된 지식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질병에 대한 지식과 약제에 대한 지식이 투약 순

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Cerveny et al., 2007). 다른 연구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질병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투약 순응도가 더 높았고

(Ashok et al., 2017),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간호행위 영역인 약물 복용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Lee, 

2018).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약물에 대한 지식 정도가 치료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한정된 지식을 가진 경우에 복약 등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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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염증성 장질환 재발의 위험도 증

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e et al., 2016). 따라서 환자들의 질병관련 지식

을 향상시키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투약 및 치료 순응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대처 전략을 알 수 있게 해 주

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oradkhani et 

al., 2011). 반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질병관

련 지식과 투약 순응도와 관련성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Selinger et al., 2013). 

다른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B형 간염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인 약물 복용 행위가 높다(Lee et al., 2009)고 하였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투약 순응도는 질병관련 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Gaili et al., 2016).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질병관련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과 적응에 영향을 미쳐 의학적 가속(Medical acceleration)을 감소

시킨다(Park et al., 2020)고 하였지만, 지식과 자가관리 능력 중 투약 순응도

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서 여러 연구들에서 질병관련 지식과 투약

순응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말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의 변화하는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의 강한 예측인자로 고려되어

왔다. 질병 관리에 대한 개인적 신념의 부족은 치료 중단, 약제 용량을 스스로

감소시키거나 치료 효능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Graff et al., 2016).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행위를 증진시키는 매개변수로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andura, 1977; D'Souza et al., 2017; Ng & Smith, 2017; Son & W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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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투약을 유지하고, 감시내시경 지침을 준수하고, 약물

부작용 및 장외 증상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금연, 스트레스, 건강한 식생활

등을 포함하여 자가관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질병 관리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나타낸다. 염증성 장질환 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해 Keefer 등(2011)은 질환 관리의 29개 항목의 자가 효능

척도를 소개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 의료 관리, 증상 및 질병

관리, 관해 유지의 4가지 영역을 평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는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영역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다(Keefer et al., 2011).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자기효능감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Keefer et al., 2011). 또한 자기효능감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정서적

대처 또는 자가관리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고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다(Graff et al., 2016). 국외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투약 순응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levinsky et al., 2016).

반면 국내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 순응도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3) 우울과 불안

   우울이란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및 수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장애를 의미한다(Battle, 1978). 불안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두려운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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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우울 빈도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으며 만성

질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질병의 경과에 대한 불확실한

예후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Choi et al., 2019).

또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질환의 특성과 치료의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불안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관해기에도 다른 만성 질환과 같이 우울이나 불안이

확인되었고 활동기 때에는 불안이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Nahon 

et al., 2012).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우울과 불안이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이 미래의 투약에

대한 비순응도에 예측 인자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나(Severs et al., 2017),

Selinger 등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비순응도는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Selinger et al., 2013).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은 질병에 대한 관심이나 치료 동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지지의 단절을

동반하게 하며 결국 치료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짐으로써 투약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투약 순응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7).   

그러나,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투약 순응도와 우울 및 불안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4) 그외 투약 순응도 영향요인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일반적 특성 혹은 질병관련 특성과 투약 순응도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젊은 경우 및 외래 방문 사이의 간격이 긴 경

우 낮은 투약 순응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Tae et al., 2016), 궤양성 대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체계적 고찰에서는 남성, 미혼, 정규직 직업이

있는 경우, 짧은 유병기간, 낮은 질병 활성도가 약물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하루 3회 이상의 투약과 많은 약의 개수가 낮은 투약 순응

도와 관련이 있었다(Kane, 2006). 또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높은 교육수준, 대체요법의 사용은 낮은 투약 순응도의 예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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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확인되었다(Lakatos et al., 2010). 약제와 관련해서는 생물학제제를 사

용하는 군이 투약 순응도가 높다고 하였다(Selinger et al., 2013). 면역조절제

의 경우 약물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적어 투약을 중

단하는 경우가 높았으며(Sewitch et al. 2003), 수술력이 있을 경우 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6).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력이 낮

은 투약 순응도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Lakatos et al., 2010).  

이 외에도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바쁨, 약제 부작용, 높은 약제비용, 약제 효

능에 대한 의심, 무관심, 의료진과의 불량한 관계가 낮은 투약 순응도와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Kim, et al., 2016), 약제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

우도 투약 순응도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Cerveny et al., 2007). 추가적으로

환자가 약, 치료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태도를 보이는 경우(Horne et al., 2009),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투약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Jackson et al., 2010; Kim, et al., 2016). 또한 임신 중에는 약 46.5%

의 환자에서 투약 중단을 보고한 연구(Lakatos et al., 2010)가 있어 임신도 낮

은 순응도와 연관이 있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며 임신 중 약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투약 순응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규모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

가 투약 순응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Jackson et al., 2010) 국내에서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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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를 파악하고, 투약 순응도와 환자

들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은 자로 상급종합병원의 염증성 장

질환 센터를 방문한 환자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만 18세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진단 받은 자

(2)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상이면서, 경구약을   

복용하는 자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제외 기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자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방법은 다중회귀분

석,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14개를 기

준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수 199명이였다. 10%의 탈락률을 고

려하여 218명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11부를 제외

한 207부를(응답률: 95.0%)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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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교육 정도, 종교, 직업 유무, 월평균 소득,

흡연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질병관련 특성

진단명, 유병기간, 입원력, 수술력, 활동기 병력 유무, 투약 종류, 경구약의       

개수, 투약 횟수, 외래 방문 주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교육 경험, 질병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염증성 장질환의 활동기 병력: 활동기는 환자가 호소하는 복통, 설사,

혈변 등 주관적 증상의 악화로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시기 혹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발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임상적 재발(Clinical relapse)

의 경험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하였다.

(2) 크론병에 대한 질병 활성도: Best 등이 개발한 크론병 활동성 지표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CDAI)를 이용하였고, 이는 7일간의

액체 형태 또는 무른 변의 횟수, 복부 통증, 전반적인 상태, 지사제 복용

여부와 의사가 평가한 합병증의 여부, 복부 덩어리 촉진 여부, 헤마토크

릿 수치, 표준 체중과의 차이에 대해 8문항을 정해진 공식에 따라 도출하

여 측정(Best et al., 1976)하였다. CDAI 150점 미만은 관해기(remission), 

150점 ~ 220점 미만은 경도 활동성(mild activity), 220점 ~ 450점 미만은

중등도 활동성(moderate activity), 450점 이상은 중증 활동성(severe 

activity)을 의미하며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3)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 활성도: partial Mayo score를 이용하였다

(Schroederet al., 1987). 이는 최근 3일간의 상태에 대해 대변 횟수(정

상=0, 정상보다 1~2회 증가=1, 정상보다 3~4회 증가=2, 정상보다 5회 이

상 증가=3), 혈변(없음=0, 배변 절반 이하에 간혹 묻어 나옴=1, 배변 절

반 이상에 확실히 보임=2, 혈액만 나오는 경우가 있음=3), 환자가 3일동

안 기록한 설사, 복통 및 전신상태 등을 의료진이 사정한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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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ssessment (정상=0, 경증=1, 중등도=2, 중증=3)를 종합하여 전체

문항의 합이 총점 9점으로 0~1은 관해기(Remission), 2~4는 경도(Mild 

disease), 5~6은 중등도(Moderate disease), 7점 이상은 중증(Severe 

disease)을 의미하고(Turner et al., 2009)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

였다.

3) 질병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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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ammatory bowel disease-related knowledge)를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서 이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은 해부학, 기능, 역학, 식이 및 일상생활, 일반

적인 지식, 약물, 합병증, 수술, 임신과 출산과 예방접종 영역의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오’, ‘모름’으로 나누

어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름은 0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관련 지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IBD-KNOW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5이었

고, Lee(20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Formula 20(KR-20)

는.71 이었고, 본 연구의 Kuder-Richardson 20(KR-20)는.795이었다.   

4) 자기효능감

   Keefer 등(2011)이 개발하고 이영진(2020)이 번역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Inflammatory bowel disease self-efficacy scale, IBD-SES)

를 원저자 및 번역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IBD-SES의 내용은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 9문항, 약물 복용 관리 8문항, 증상과 질병관리 7문항, 관해기 유지 5문항

으로 총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Keefer et al., 2011; Lee et al., 2020).  

각 문항은 10점 Likert 척도로 ‘전혀 자신감이 없었음＇은 1점, ‘자신감이 충

만하였음’은 10점으로 계산하여 최저는 29점, 최고는 2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IBD-SES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Lee 등(2020) 연구에서 IBD-SES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7였고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4이었다.



18

5) 불안 및 우울

Zigmond 등(1983)이 암환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병원 불안 및 우울 평가 척

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이하 HADS)를 오세만(1999)이 한

국어로 표준화한 항목에 대해, GL Assessment사(London, U.K)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HADS 짝수 7문항은 우울 하위척도(HADS-depression subscale, 이하

HADS-D), 홀수 7문항은 불안 하위척도(HADS-anxiety subscale, HADS-A)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0점에서 3점까지 부여되고, 총 점수는 각

하위척도에서 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 0~7점은 정상, 8~10점은 경한 불안 또는 우울, 11점 이상은

심한 불안 또는 우울로 정의한다(Zigmond & Snaith, 1983). 한국판 HADS에

대한 연구(Oh et al., 1999)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는 불안과 우울이 각각

Cronbach’s α 는 .89와 .86였고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가 각각

α .866과 .765이었다.

6) 투약 순응도

     Horne 등(2002)이 개발한 투약 순응도 측정도구(MARS-5 item)를 사용하였으

며 도구 개발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사용 허락을 받았다. 연구자가 이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전문 번역자에게 검증을 받은 후, 다시 영어로 연구자가

역번역을 한 후 전문 번역자에게 검토 받았다.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소화기내과 전문의 3인, 간호학교수 2인, 염증성 장질환 전문간호사 1인, 염증

성 장질환 센터 전담 간호사 2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화기내과 간호사

2인의 총 10명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5개 항목 모두 CVI 0.8이상이

었으며, 수정없이 모든 항목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저자의 요청에 따라

영문과 한글 버전의 도구를 보내어 검토 받은 후 사용하였다.

“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은 적이 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 용량을 의사와 상의없이 변경한 적이 있다.”, “ 나는 염증성 장질

환 약을 의사와 상의없이 중단한 적이 있다.”, “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을 의

사와 상의없이 안 먹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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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 것보다 적게 복용한다.”의 5개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는 1점, ‘전

혀 아니다’는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5~25점이다. 항목별 평균과 총 점수의 평균은 항목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5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투약 순응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투약 순응이 20점 이하 또는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80% 이하’를 낮은 것으로 정의하였다(Stone et al., 2020).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s α는 .75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행하였으며,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부록 1). 자료 수집 전 염증성 장질환

센터 담당교수에게 허락을 받고, 센터를 내원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

적, 설문의 내용 및 자료의 익명성 보장과 설문 도중 중도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

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자발적 참여 의사 확인 후 서면 동의를 한 대상자

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

문지 작성을 완료한 환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질병 활성도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고 설문 작성시 본인이 투여 중인 약제명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항목

들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

인(IRB No. 2021-0452)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특성에 따른 투약 순응도 확인을 위해 수

집한 개인정보(성별,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교육정도, 종교, 직업 유무, 월

평균 소득, 흡연 여부, 진단명, 유병기간, 입원력, 수술력, 활동기 병력 유무, 투

약 종류, 경구약의 개수, 투약 횟수와 같은 의학정보, 외래 방문 주기, 염증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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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대한 교육 경험, 질병 활성도)를 특정한 형식의 틀(종이 또는 컴퓨터)에

기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대상

자 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공유가 가능하였으나, 허락된 연

구진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사용 또는 연구대상자 식별정보 코드화

또는 익명화를 통해 관리하였다. 다만, 연구의 공동연구자, 연구기관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임상연구보호센터, 정부기관의 대리인이 연구의 올바른 연구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국가 및

현지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 종료 후 최대

3년까지 보관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Armonk, NY: 

IBM Corp.)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 투약 순응도는 빈도 및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투약 순응도 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또는 일원분산분석법(One-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과 투약 순응도와의 상관   

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법(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선형회귀   

분석법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유의 수준(p-value)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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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총 207명 중

134명(64.7%)이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9.63세 (표준편차 13.16세)이었으며, 

30-39세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분율을 나타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13명(54.6%)

이였고, 182명(87.9%)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

이 159명(76.8%)이었다. 종교는 119명(57.5%)이 없었으며 직업은 140명(67.6%)에

서 있었다. 가구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121명(58.5%)이었다. 현재 흡연 중

인 경우는 28명(1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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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Sex Male 134(64.7)

Female 73(35.3)

Age(years) ≤ 29 52(25.1) 39.63±13.16

30-39 63(30.4)

40-49 46(22.2)

50-59 28(13.5)

≥ 60 18(8.7)

Marital status Married 113(54.6)

Not married 94(45.4)

Living status With family member 182(87.9)

Living alone 22(10.6)

Others 3(1.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8(23.2)

≥Bachelor 159(76.8)

Religion Yes 88(42.5)

No 119(57.5)

Occupation Yes 140(67.6)

No 67(32.4)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300 86(41.5)

≥300 121(58.5)

Smoking Yes 28(13.5)

No 179(86.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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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 중 크론병은 125명

(60.4%)이였고 대상자들의 유병 기간은 평균 10.09년 (표준편차 6.33년)이었다.

이전에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입원력이 있는 대상자는 131명(63.3%)이었으며, 

76명(36.7%)이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력이 있었다. 복용 중인 약에 대한 문

항은 다중응답으로 항염증제 162명(78.3%), 면역조절제 128명(61.8%), 생물학제제

86명(41.5 %), 스테로이드제 11명(5.3%), 소분자약물은 8명(3.9%)이 투약하고 있

었다. 대상자 중 경구약만 복용하는 경우는 123명(59.4%)이었고, 약제가 한가지

종류인 경우는 104명(50.2%)이었다.

  대상자가 하루에 복용하는 약제의 개수는 평균 6.21개(표준편차 3.97개)이었으

며, 하루에 투약하는 횟수는 3회 이상이 75명(36.2.%)이었다. 대상자의 외래 방문

주기는 평균 73.77일(표준편차 35.38일)이었으며, 염증성 장질환 교육은 170명

(82.1%)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활성도는 158명(76.3%)이 관해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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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Disease CD 125(60.4)

UC 82(39.6)

Disease duration <5 50(24.2)        10.09±6.33

(years) 5-9 52(25.1)

10-14 64(30.9)

≥15 41(19.8)

Previous IBD-related Yes 131(63.3)

hospitalization No 76(36.7)

Previous IBD-related Yes 76(36.7)

surgery No 131(63.3)

Previous relapse Yes 178(86.0)

No 29(14)

Treatment modalities* 5-ASA 162(78.3)

Immunomodulator 128(61.8)

Biologics 86(41.5)

Steroids 11(5.3)

Small molecules 8(3.9)

   Route PO only 121(58.5)

PO and Parenteral 86(41.5)

   Kind Single 104(50.2)

Multiple 103(49.8)

Total pill count <5 73(35.3)       6.21±3.97

≥5 134(64.7)

Number of dosing Once 66(31.9)       2.04±0.83

(per day) Twice 66(31.9) 

≥Three times 75(36.2)

OPD visit interval <28 31(15)       73.77±35.66

(days) 28-56 65(31.4)

57-84 40(19.3)

≥85 71(34.3)

IBD education Yes 170(82.1)

experience No 37(17.9)

Disease activity Remission 158(76.3)

Mild 34(16.4)

Moderate 13(6.3)

Severe 2(1.0)
SD=standard deviation; CD=Crohn’s disease; UC=ulcerative colitis;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5-ASA=5-aminosalicylic acid (sulfasalazine, mesalazine, balsalazide); 

Immunomodulator (azathioprin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Steroids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beclomethasone); Biologics (infliximab including infliximab biosimilar, 

adalimumab, golimumab, vedolizumab, ustekinumab); Small molecules (tofacitinib); PO=per os; 

OPD=outpatient department.

* Multiple choic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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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투약 순

응도 정도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및 투약 순응도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지식은 24점 만점에 평균 14.46점(표준편

차 4.63점)이었다. 염증성 장질환 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290점 만점에 평균

203.21점(표준편차 40.86점)이었다. 우울은 평균 6.36점(표준편차 3.36점)이었

고 경한 우울 또는 심한 우울을 보인 환자가 76명(36.7%)이었다. 불안은 평균

5.85점(표준편차 3.64점)이었고, 경증의 불안 또는 심한 불안을 보인 환자는 58

명(27.0%)이었다. 투약 순응도의 경우 평균 22.46점(표준편차 2.86점)이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80% 이상의 순응도를 환자는 181명(87.4%)이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cs for Study Variables

(N=207)

Variables Range n(%) Mean±SD

Disease related knowledge 0-24 14.46±4.63

Self-efficacy 29-290 203.21±40.86

    Stress & emotions 9-90 61.41±16.56

    Medical care 8-80 65.26±12.39

    Symptoms and disease 7-70 43.89±12.88

    Remission 5-50 32.78±8.69

Depression 0-21 6.36±3.36

    Normal 0-7 131(63.3)

   Mild 8-10 52(25.1)

   Severe >11 24(11.6)

Anxiety 0-21 5.85±3.64

Normal 0-7 149(72.0)

  Mild 8-10 35(16.9)

   Severe >11 23(11.1)

Adherence to medication 5-25     22.46±2.86

≥20 181(87.4)

<20(80%)

SD=standard deviation;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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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투약 순응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투약 순응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성별

과 종교, 직업 및 흡연 여부는 투약 순응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

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투약 순응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질병 아형으로

크론병이 궤양성 대장염보다 투약 순응도가 더 낮았고(t=-2.450, p=.015), 이전의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수술력이 있는 경우(t=2.126, p=.035), 5-ASA를 투여하는

경우(t=2.694, p=.008)와 생물학제제를 투여하는 경우(t=2.065, p=.040)는 투약

순응도가 더 낮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경우(t=-5.039, p=<.001) 투약 순응도

가 더 높았으며, 경구약제(t=2.065, p=.040)만 투여 받는 경우가 비경구약제와 병

행하여 투여 받은 군보다 투약 순응도가 더 높았다. 약제의 종류가 한가지인 경우

와 두가지 이상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투약 순응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투약 횟수에 따라서는 하루 세번 이상 투여군이 하루 한번 투여군보다 투약 순응

도가 더 낮았다(F=4.95, p=.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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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Adherence to Medic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ex Male 22.67±2.65 1.456(.147)

Female 22.07±3.18

Age(years) ≤ 29 22.23±3.01 1.176(.323)

30-39 22.30±3.02

40-49 22.24±3.09

50-59 22.79±2.35

≥ 60 23.72±1.45

Marital status Married 22.42±2.99 0.188(.851)

Not married 22.50±2.70

Living status With family member 22.43±2.82 0.085(.919)

Living alone 22.68±3.26

Others 22.67±3.2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96±2.33 1.386(.167)

≥Bachelor 22.31±2.99

Religion Yes 22.77±2.72 -1.363(.175)

No 22.23±2.94

Occupation Yes 22.22±2.96 -1.738(.084)

No 22.96±2.58

Monthly household <300 22.44±2.88 -0.072(.942)

income(10,000won) ≥300 22.47±2.85

Smoking Yes 22.07±3.19 -0.772(.441)

No 22.52±2.81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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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Adherence to Medication by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Disease CD 22.10±3.16 -2.450(.015)

UC 23.01±2.21

Disease duration <5 22.84±2.99 2.557(.056) 

(years) 5-9 22.92±2.23     

10-14 22.44±2.33

≥15 21.44±3.83

Previous IBD-related Yes 22.33±3.08 0.864(.389)

Hospitalization  No 22.68±2.42

Previous IBD-related Yes 21.87±3.32 2.126(.035)

surgery No 22.80±2.50

Previous relapse Yes 22.40±2.97 0.749(.455)

No 22.83±2.00

Treatment modalities* 

5-ASA Yes 22.24±3.03 2.694(.008)

No 23.24±1.92

Immunomodulator Yes 22.45±2.91 0.087(.931)

No 22.48±2.79

Biologics Yes 21.99±3.34 2.065(.040)

No 22.80±2.41

Steroids Yes 24.18±0.98 -5.039(<.001)

No 22.36±2.90

Small molecules Yes 22.38±3.82 0.085(.933)

No 22.46±2.82

Route PO only 22.80±2.40 2.065(.040)

PO and Parenteral 21.98±3.34

Kind Single 22.75±2.52 1.478(.141)

Multiple 22.17±3.15

Total pill count <5 22.70±2.59 1.198(.232)

≥5 22.28±2.98

Number of dosing 1a 23.12±2.06 4.95(.008)       

(per day) 2b 22.68±2.99 a>c†

≥3c 21.68±3.17

OPD visit interval <28 23.23±2.13 2.30(.079)

(days) 28-56 21.77±3.44

57-84 22.83±3.00

≥85 22.55±2.34

IBD education experience Yes 22.55±2.85 -0.952(.342)

No 22.05±2.90

Disease activity Remission 22.41±2.91 0.307(.821)

Mild 22.68±2.88

Moderate 22.77±2.46

Severe 21.00±0.00

SD=standard deviation; CD=Crohn’s disease; UC=ulcerative colitis;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5-

ASA=5-aminosalicylic acid (sulfasalazine, mesalazine, balsalazide); Immunomodulator (azathioprine, 6-

Mercaptopurine, methotrexate); Steroids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beclomethasone); Biologics 

(infliximab including infliximab biosimilar, adalimumab, golimumab, vedolizumab, ustekinumab); Small 

molecules (tofacitinib); PO=per os; OPD=outpatient department.

* Multiple choice response. †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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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과 투약 순응도 간의

상관관계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과 투약 순응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투약 순응도는(r=.312,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질병관련 지식, 우울, 불안과 투약 순응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 Correlations among Disease-related Knowledge, Self-efficacy, 

Depression, Anxiety and Adherence to Medication

(N=207)

Variables

Disease-

related 

knowledge

Self-

efficacy
Depression Anxiety

Medication 

Adherence

r(p)

Disease-related 

knowledge

1

Self-efficacy .003

(.970)

1

Depression .048

(.495)

-.586

(<.001)
1

Anxiety .106

(.130)

-.535

(<.001)

.603

(<.001)

1

Medication 

Adherence

-.090

(.195)

.312

(<.001)

-.121

(.082)

-.135

(.052)

1

IBD=inflammatory bowe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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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질병의 아형, 이전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수술력, 투여경로, 하루 투여 횟수,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

안을 독립변수로 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의 입력의 방법을 선

택하여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51~1.898의 범위로 나타나 10 이상인 경우가 없었으며, 공차한

계는 .527~.869로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el의 F=4.337, p<.001로

regression model이 적합하였고, Adjusted R2 =.127로 1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변수들 중 자기효능감 β=.341(p<.001), 하루 투약 횟수 중 3회 이상이 β=-.192 

(p=.016, reference group=once)로 투약 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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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Associated with Adherence to Medication

(N=207)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Disease .423 .485 .073 .870 .385 .610 1.640

Previous surgery -.452 .495 -.076 -.911 .363 .603 1.659

Route of medication -.383 .404 -.066 -.948 .344 .869 1.151

Number of dosing per day(reference: 1)

2 -.154 .470 -.025 -.327 .744 .715 1.398

>=3 -1.136 .466 -.192 -2.441 .016 .687 1.457

Disease-related 

knowledge
-.002 .044 -.003 -.043 .966 .816 1.225

Self-efficacy .024 .006 .341 4.017 <.001 .589 1.699

Depression .078 .076 .092 1.026 .306 .527 1.898

Anxiety .007 .068 .009 .102 .919 .569 1.756

F(p)=4.337(<.001), R2 =.165, Adjusted R2 =.127, Durbin-Watson=2.10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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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투

약 순응도를 확인하고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의 평균 점수는 총 24점

만점에 14.46점으로, 비활동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및 우울 관련

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질병

관련 지식이 크론병에서 평균 9.0점(Kim, et al., 2016),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약물에 대한 신념, 간호사에 대한 신뢰 정도와 순응도를 분석한

연구에서의 10.1점(Yeo, 2018)보다 더 높았다. 미국과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의 질병관련 지식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지식 정

도는 14.8점(Kim et al., 2020)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 지식관련 점수가 낮은 것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보건지소, 보건소 혹은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에서 질환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

졌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84.5%, 병원에서 5.2%,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7%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고 있다(Han, 2020; Hong & Shin, 2020). 반면 염증

성 장질환은 아직까지 총 환자 숫자는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 많지 않아, 지역사

회에서는 의료진조차도 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 및 경험 부족으로 대부분 상급병원

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전원하고 있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

한 접근성, 질환에 대한 홍보나 인식이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관련 지식 정도가 국내의 다른 연구보다 본 연구에서 더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센터는 약 82.1%의 환

자들이 염증성 장질환 관련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전 연구에서 환자

들의 교육 경험은 28.2%(Yeo, 2018)로 질병관련 교육 경험의 유무가 지식 정도의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은 활동기를

경험한 환자군이 86%인 반면 Yeo 등의 연구(2018)에서는 51.4%로 낮아서, 활동기

를 경함한 환자들은 본인의 질환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질병관련 지식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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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질병관련 지식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총 290점 만점에 209점

이었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국외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 관련 연

구에서는 194.9점(Keefer et al., 2011)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났

다. 이 도구에서는 4가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해당 점수를 각 항목의 만점으

로 나눈 백분율을 비교할 때,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제 시간에 약을 복용, 

의사한테 자신의 질병을 묻는 질환 관리가 81.53%,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는 68.23% 

였으며, 관해 유지에 대해서는 65.52%로 확인되었다. 한편 증상과 질환조절이

62.7%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증상과 질환 관리, 관해기 유지에 대한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우울과 불안 점수는 각각 평균 6.37점, 평균 5.85점이

었고, 경한 우울부터 심한 우울을 보인 환자가 77명(37.2%), 경증의 불안부터 심

한 불안을 보인 환자는 58명(28.0%)이었다. 국내에서 동일한 도구로 비활동성 염

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은 각각 19.7%와 42.9%의

환자가 경험하여(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환자가 더 많고

불안을 경험하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심한 우울을 가

진 환자는 24명(11.6%)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가 수행된 센터의 환자들의 경우 활

동기를 86%에서 경험하였고 36.7%에서 수술력이 있어, 질병의 활성도와 질환의 상

태가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준다(Nahon et al., 2012)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국외의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 진단 1년 이내 우울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배 더 높은 반면 불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raff et al., 2009). 또한 그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약 17%는 심한 우울,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여 본 연구보다는 좀 더 많은 환

자가 우울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 대조군

과 관해 상태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우울감을 비교하였는데 (Kim et al., 2013),

226명의 관해 상태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우울감이 5.51점인 반면, 218명의 대

조군은 4.7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1) 활동기뿐 아니라 관해기에도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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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질환 환자의 정서적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는 MARS-5 item으로 평가하였을 때 87.4%

이었고 이는 국내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가 약 63.8~77.7%로 보고

(Kim, et al., 2016)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았고, 국외 연구에서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가 55~75%(Jackson et al., 2010)인 것에 비해서도 더 높

았다. 본 연구가 수행된 센터는 2020년 말부터 전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

로 투약 순응도에 대한 자가 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자가 보고를 바탕으로 환자는

매 진료마다 의료진과 투약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있어, 환자의 관심, 의료진과의

관계 및 의료진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의 국내 및 국외 연구보다는 본 연구에서

투약 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하루에 약이 투여되는 횟수가 3회인 경우, 1회 투약보다 순응도

가 더 낮았다(p=.016). 이 결과는 하루 3회 이상의 투약이 낮은 투약 순응도와 관

련이 있다(Kane, 2006)고 한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44건 연구(9,967명)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하루 2~3회 5-aminosalicylic acid (5-ASA) 투여와 1일 1

회 투여의 효능, 용량 반응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였는데 1일 1회 투여는 다회 투

여와 비교하여 임상 또는 내시경 관해율에 차이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

고(Murray et al., 2020)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도~중등도의 광범위 궤양

성 대장염 환자에서 1일 1회 5-ASA 투여는 다회 투여와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 관

해 유도나 유지 측면에서 효능 차이가 없었다(Singh et al., 2019). 따라서 투약

순응도 증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하루 한번 투약을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질병관련 지식과 투약 순응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결과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질병관련 지식은 자가

간호행위의 하위 영역인 약물 복용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Lee, 

2018), 다른 만성 질환인 B형 간염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

위인 약물 복용 행위가 높다고 한 결과(Lee et al., 2009), 국외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투약 순응도가 높다고 한 결과(Ashok 

et al., 2017)와는 달랐다. 그러나, 국외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

른 연구들에서는 질병관련 지식과 투약 순응도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Moradkhani et al., 2011; Selinger et al., 2013)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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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이용된 질병관련 지식의 도구는 해부학, 역학, 기능, 식이 및

일상생활, 일반적 지식, 약물, 수술, 합병증, 임신과 출산, 예방접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연령층이 다양하여 관심 분야별

로 정답률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질병관련 지식을 측정할 때, 약제 등 일부에

대해 분류하여 환자들의 지식 정도를 확인 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자기효능감과 투약 순응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Keefer et al., 2011)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 투약 순응도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Selinger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비순응도는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없다

(Selinger et al., 2013)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Jackson 등은 투

약 순응도에 우울과 불안이 영향을 준다(Jackson et al., 2010)고 보고하였고 불

안이 높을수록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Nahon et al., 

2012). 또 다른 국내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주어(Park, 2007) 우울감이 높을

수록 투약 순응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변수의 투약 순응도에 대한 영향

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우울/불안과 투약 순응도 사이에 매개하는 요인

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효능감 및 하루 투약 횟수로,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투약 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투약 횟수 한번에 비해 3번이상의 경우 투약 순응도가 더

낮았다.

   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

자의 투약 순응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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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질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및

투약 순응도 정도를 파악하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투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자기효능감과 하루 약 복용

횟수가 투약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질병관

련 지식, 우울 및 불안은 투약 순응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

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투약 순응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염증

성 장질환 환자의 투약 순응도 확인을 위해 연구자가 시행한 도구는 국외에서 많

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된 기존연구가 없어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

자의 투약 순응도 비교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전반

적인 투약 순응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다기관 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 보고식 방법으로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 되었으므로, 약제의 개수를 세거나 약물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등의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투약 순응도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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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참여자용 설문지

I. 염증성 장질환 질병관련 지식

아래 질문은 질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질문 내용

에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내용 예 아니오 모름

1
회장 말단부는 대장으로 연결되는 소장의 끝부분

으로 오른쪽 아랫배에 위치한다.

2
직장은 대장의 일부로서 항문 바로 안쪽에서부터

약 15 cm 까지를 말한다.

3
대장의 기능은 식사로 섭취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다.

4
사람은 대장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소장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5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먹어서 안 되는 특정 음

식이 잘 알려져 있다.

6
크론병에서 금연은 질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염증성 장질환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8
염증성 장질환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주

로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

9 염증이 지속적으로 심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다.

10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병변

이 생길 수 있다.

11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는 병변이 잘 생기지 않

는다.

12 염증성 장질환은 장 외의 다른 장기도 침범한다.

13
염증성 장질환은 수 년간 증상이 없으면 완치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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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내용 예 아니오 모름

14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결과 증상이 모두 호전되

어도 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

15
염증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제제

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

16

아자티오프린 같은 면역조절제는 백혈구 숫자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17
생물학제제는 주로 증상이 경미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사용한다.

18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좌약이나 관장은 맹장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다.

19
8-10년 간 염증성 장질환을 앓은 환자는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궤양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 평생

장루(인공항문)를 갖게 된다.

21
크론병에서 소장 침범이 있을 때 수술을 하면 완

치가 가능하다.

22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

지기 위해서는 복용 중인 치료약물을 모두 중단

해야 한다.

23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대부분 제왕절개로 분만하

는 것이 좋다.

24
면역력이 떨어진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모든 종

류의 예방접종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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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기효능감

다음은 염증성 장질환 관리하는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하는 문항입

니다. 지난 2주 동안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자신있게 할 수 있었는지 해

당되는 부분에 V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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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울 및 불안

다음은 우울 및 불안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어 보시

고 각 질문 중 최근 2주동안 느낀 감정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번호를 하나씩만 골라 V표시 하십시오.

문항 V 표기

1. 나는 긴장감 또는 정신적 고

통을 느낀다.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거의 그렇다. 3

2.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

똑같이 즐긴다. 0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1

단지 조금만 즐긴다. 2

거의 즐기지 못한다 3

3. 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

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혀 아니다. 0

조금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1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2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3

4.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다.

나는 항상 그렇다. 0

현재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전혀 아니다. 3

5.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거의 그렇지 않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항상 그렇다. 3

6. 나는 기분이 좋다.

항상 그렇다. 0

자주 그렇다. 1

가끔 그렇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3

7.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

다.

항상 그렇다. 0

대부분 그렇다. 1

대부분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3



50

문항 V 표기

8. 나는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거의 항상 그렇다. 3

9. 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매우 자주 그렇다. 3

10.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

었다.

여전히 관심이 있다. 0

전과 같지는 않다. 1

이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적다. 2

확실히 잃었다. 3

11.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

절부절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매우 그렇다. 3

12. 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

로 기대한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0

전보다 조금 덜 그렇다. 1

전보다 확실히 덜 그렇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3

13. 나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두

려움을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가끔 그렇다. 1

꽤 자주 그렇다. 2

거의 항상 그렇다. 3

14.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젼을 즐길 수 있다.

자주 즐긴다. 0

가끔 즐긴다. 1

거의 못 즐긴다. 2

전혀 못 즐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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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투약 순응도

1.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복약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복용법은

의사 처방전이나 복약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약 복용 방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 복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귀하에게 가장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

먹는 것을 깜박 잊은 적

이 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

용량을 (의사와 상의없이) 

변경한 적이 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을

(의사와 상의없이) 중단한

적이 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을

(의사와 상의없이) 안 먹

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

나는 염증성 장질환 약을

처방된 것보다 적게 복용

한다.

2. 귀하께서 지난 내원 일 이후 얼마나 많은 약물을 복용하셨는지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낸 정도를 아래의 줄에 표시하십시오.

전혀 복용 안함 전량 복용

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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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거나 괄

호 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 ④ 이혼 및 별거 ⑤ 사별

4.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님 ② 부모님과 형제자매 ③ 배우자 ④ 배우자와 자녀

⑤ 자녀 ⑥ 없음 ⑦ 기타(     )

5. 귀하의 교육 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재학 중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이상

6. 귀하는 종교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개신교(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교 ⑥ 기타 (   )

7. 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8.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9.  현재 흡연 중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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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질병관련 특성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

거나, 괄호 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단 받은 염증성 장질환은 무엇입니까? ① 크론병 ② 궤양성 대장염

2.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3. 귀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입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횟수(     )회

4. 귀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횟수(     )회

5. 귀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활동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횟수(    )회

6. 귀하의 치료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항염증제(펜타사, 아사콜, 콜라잘, 메자반트, 조피린 등)

② 스테로이드(소론도, 메칠론, 클리퍼지속장용정, 엔토코트 등)

③ 면역조절제(이뮤테라, 퓨리네톤, 엠티엑스 등)

④ 생물학적제제(레미케이드, 렘시마, 휴미라, 심퍼니, 킨텔레스, 스텔라라 등)

⑤ 소분자 약물(젤잔즈)

7. 귀하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먹는 약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8. 하루 동안 투약해야 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9. 외래 방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① 4주

② 4주초과~ 8주 이하

③ 8주 초과~12주 이하

④ 12주 초과~20주 이하

⑤ 20주 초과

10.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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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의무기록 증례기록지

의무기록 증례기록지

Study 

ID

Disease 

duration

Previous IBD-

related

Hospitalization

(Yes/No, number 

of times)

Previous IBD-

related

surgery

(Yes/No, 

number of 

times)

Previous 

relapse

(Yes/No, 

number of 

times)

Medication

① 5-ASA 

② Immunomodulator

③ Biologics

④ Steroid 

⑤ Small molecular

Pill 

count

Number 

of 

dosing

OPD 

visit

interval

Disease 

activity

(CDAI, 

p-Mayo 

score)

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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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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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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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herence to Medication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nd Its Associated Factors

Kwon, Eun Ja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Park, Jeong Yun, RN, Ph.D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is a chronic disease of unknown etiology 

that affecting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encompasses Crohn's disease and 

ulcerative colitis. Inflammatory bowel disease is incurable with medical 

treatment and patients’ symptoms show wax and waning course. In order to 

avoid repeated exacerbation, complications, and surgery associated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it is important to take the prescribed medication 

regular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vidences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adherence to medication by investigating 

the medication adherence rate of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nd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medication adherence.

Among patients aged 18 years or older, those with Crohn's disease or ulcerative 

colitis for more than 6 months and who had been managed at the Inflammatory 

Bowel Disease Center of a certified tertiary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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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patients who had been on oral medications and gave their written informed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included. Medication adherence was 

measured using the Medical Adherence Reporting Scale (MARS), a self-reported 

medication adherence measurement tool,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medication adherence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ut of the 207 patients, One hundred twenty five (60.4%) patients 

had Crohn's disease and 82 (39.6%) had ulcerative colitis. One hundred thirty 

four (64.7%) patients were males. The mean age at study enrollment was 39.63 

years and the mean duration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was 10.09 years. 

The mean number of pills per day was 6.21 and the mean number of dosing per 

day was 2.04. The medication adherence rate of all study participants was 

87.4%, and the factors affecting medication adherence were self-efficacy 

(p<.001) and the number of dosing per day (p=.016).

Conclusion: To improve medication adherence among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reducing the number of dosing to once daily and improving self-

efficacy could be effective.

Key words: Inflammatory Bowel Disease, Medication Adherence, Knowledge, 

Self-efficacy, Depressi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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