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가암정보센터는한국인이기대수명까지생존시암

에 걸릴 확률을 36.2%로 보고하며[1],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병률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인 암발생률 3위에 해당하는 대장암은 조기

발견시 완치율이 높은 반면에, 증상없이 상당 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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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목적은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시차설계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진예정자 7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동영상교육, 걷기운동 및 전화상담모니터링으로 
구성한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와 대장내시경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으
며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의 대장정결제 복용이행도와 검사만족도는 대조군보다 높
았고(p=.002; p=.001), 검사난이도와 검사불편감은 유의하게 낮았다(p=.002; p=.001). 대장정결도와 검진소요시간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식이요법이행도는 차이가 없었다((p<.001; p=.001; p=.108). 따라서 대장내시경 전처
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임상실무에서 다양한 
진단적 검사를 위한 융합중재개발이 요구된다.
키워드 : 융합, 대장내시경, 전처치, 장정결, 이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owel preparation convergence program for 
colonoscopy. This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 sample of 75 clients, who 
were scheduled for colonoscopy, was includ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bowel preparation 
convergence program including audiovisual education, walking-exercise and telephone counseling.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colonoscopy monitoring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compliance of taking bowel preparation agents 
and test satisfaction(p=.002; p=.001), lower test difficulty and test discomfort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p=.002; p=.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 of bowel cleansing and test time required 
except compliance of diet restriction between groups(p<.001; p=.001; p=.108). This findings indicate that bowel 
preparation convergence program can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colonoscopy. The convergence 
intervention for diagnostic test is needed to be developed in clinical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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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주로 발견되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2,3]. 이에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만 50세 이상은 1년 주기 대장암검

사를 권고하며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대장내시경은대장암위험요인을선별하고제거하는

대표적인 검사로써 대장암의 조기진단에 유용하다[2-5].

의료현장의 표준화된 내시경기계의 정밀도와 전문의료

진의 숙련도를 고려할 때 대장내시경검사의 성공여부는

환자의 검사 전 대장정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4,6,7]. 그러므로대장내분변을대장점막의손상없

이검사전완전히제거하기위한전처치에대한노력이

필수적이다.

대장내시경 전처치는 장관 내 음식물유입과 잔류를

최소화하고 장내음식물은 배출시켜 대장을 깨끗이 비우

는장정결을위한준비과정이며식이조절과투약으로이

루어진다. 식이요법은 검사 수일 전부터 검사당일까지

저잔류식, 맑은유동식, 금식순으로진행하며씨앗류, 해

조류및고섬유질식품등을제한하는것이다[8]. 약물요

법은검사전날과검사일에다량의장정결제를단위시간

내 복용시켜 설사를 유도하여 장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러나전처치와관련하여수일간의점진적식이제한에대

한실천이까다롭고[8-10] 장정결제다량복용에따른복

부팽만감[4,6], 약물분복의 번거로움[11], 복용오류로 인

한 체액불균형이나, 검사 전날 밤 빈번한 설사와 복통

[12], 수면장애[11] 및 체력소모등이나타남에따라대장

내시경 검사대상자들은 전처치의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

하거나 충분한 장정결의 실패를 경험한다[2,4,6,8,10-12].

불충분한장정결은대장점막의관찰을방해하여검사

시간을 연장시키고, 미세한 병변을 놓치거나 검사시행

불가를 초래할 수 있다[13]. 이는 전처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만들고, 불완전검사에따른의료비부담으로연결

될뿐만아니라항문삽관과공기주입이이루어지는대장

내시경 검사방법에 대한 당혹감과 더불어 대장내시경검

사를기피하는주요원인이되기도한다[4,11,14,15]. 반면

에 충분한사전정보제공은낯선상황에대한부정적정

서를 낮추고 상황예측과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10,15,16]. 그러므로 성공적인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서

는검사전처치의의미와방법, 검사절차, 검사관련지각

되는경험들에대한검사대상자의이해를돕고전처치과

정과 검사에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교육과

관리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장내시경 전처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장정결

제의 종류나 투약시기, 복용량에 따른 장정결수준의 차

이를 규명하거나[4,10,11,17-20] 식이제한의 유형과 적용

시기, 및 운동여부에 따른 장정결 효과를 비교하고

[6,8,9,21,22] 교육방법이나 교육매체에 따른 장정결실천

과 검사관련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2,3,5,7,14-16,23-25].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

이 장정결을 위한 약물, 식이, 운동 중 특정 단계의 전처

치중재에만 집중함에 따라 대상자중심의 전체적인 시기

별 전처치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전

처치관련 정보제공이 검사예약창구에서 비의료인에 의

해, 안내문을 이용한 구두설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검

사관련충분한질의응답의기회가없어대상자는검사준

비 및 검사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

었다[2,7,15,24]. 이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검사 전 준

비오류나 낯선 검사상황에 대한 검진대상자의 부담감과

불안을 초래하였다.

또한선행연구에서다양한교육매체를활용한중재도

시도하였으나[7,14] 대부분이단발성정보제공에그쳐검

진대상자의 자료에 대한 이해와 검사관련 제반 협력을

유도하는데제한이있었다. 특히대장내시경예약일과검

사일간의시차는사전에제공된정보유지를어렵게하여

검진대상자가 전처치를 잊고 있다가 검사전날에서야 장

정결제만복용하는사례[14,16]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치의 불완전이행은 검사진행과정에서 장세척,

흡인및공기주입등인위적조작을증가시킴에따라검

진대상자의검사불편감을높이고검사에대한심리적저

항으로 연결되어 검사불만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통해 대장내시경 전치치가식이조절, 운동, 약

물 등 특정내용에 한정되거나, 비전문가에 의한 단발성

구두안내에따른미흡한정보제공과이와관련한전처치

불이행의 발생을 해결하고자는 노력이 임상실무현장에

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택적

으로 개별 제공되던 전처치 내용들을 단일프로그램내에

체계적으로 융합하고, 검진대상자들의 전처치 정보획득

이 용이하도록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적용하

며, 교육정보유지와 장정결 전처치 관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교육, 전화상담모니터

링, 걷기운동, 및 장정결제 복용을 단계별로 통합관리하

는 대장내시경검사 전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실무중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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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연구는구조화된대장내시경전처치융합관리프로

그램의효과를분석하기위함이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

과같다. 1) 대장내시경전처치융합관리프로그램이식이

요법이행과 대장정결제 복용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한다. 2)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이 대장내

시경 검사난이도, 검사불편감 및 검사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

램이 대장정결도와 대장내시경 검사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연구 가설
가설1.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간에는 대장내시경검

사준비를위한식이요법및대장정결제복용이행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간에는 대장내시경검

사에 대한 지각한 검사난이도, 검사불편감 및 검사만족

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간에는 대장정결도와

대장내시경 검사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

하기위한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대조군시차설계

를 적용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B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대장

내시경검사가예정된대상자중다음의선정기준에부합

하는자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1) 최근6개월이내복부

수술과 항문수술 경험이 없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2)

출혈성 질환이나 감각인지에 이상이 없으며 3) 의식이

명료하여의사소통이가능한자로 4) 연구목적을이해하

고자발적연구참여에동의한자. 연구대상자규모는 G-

Power program을이용하여 t검정에서양측검정, 유의수

준 .05, 효과크기 .8, 최소 검정력 .9로 계산한결과각집

단별 34명으로산출되었다. 연구진행시탈락을고려하여

각집단별 41명씩을모집하였으나불성실한프로그램참

여로 5명이, 일상생활습관의 의도적 급변으로 2명이 탈

락하여 총 75명(대조군 39명, 실험군 36명)의 자료를 최

종분석에사용하였다(탈락률 8.5%). 표본수에대한사후

검정력 재평가에서 .93으로 분석되어 연구 검정력을 유

지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식이요법 이행도
대장내시경검사를위한사전준비과정에서식이요법

에 대한 의료진의 의학적 조언을 검사대상자가 따르는

정도[4]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침에 근거한 Cho와 Kim[2]의 대장내시경 식이이행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장정결을 위해 검사 수일

전부터특정과일, 야채, 곡류및해조류에대한섭취제한

과 검사전날 식이법에 대한 총 6문항으로 구성한 4점

Likert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지키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잘 지켰다”4점으로 하여 전체 문항의 합

산점수가높을수록식이요법이행도가높음을의미한다.

도구신뢰도는 Cho와 Kim[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이었고본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였다.

2.3.2 대장정결제 복용 이행도
대장내시경검사를위해의료인이권고한대장정결제

의 복용법을 준수하여 따르는 정도를[2]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Cho와 Kim[2]의 장정결제 복용이행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ho와 Kim[2]의 도구에 사용된

장정결제의 종류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정결제

(Polyethylene Glycol 2L: 한국파마, 크리쿨산Cricool

Powder)와 차이가 있어 용량 및 복용법을 수정한 후 소

화기내과전문의 1인, 소화기내시경 전담간호사 2인, 및

간호학교수 1인의 내용타당도 검사를 거쳐 총 5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지

키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잘 지켰다” 4점까지 부여하

여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대장정결제 복용이행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신뢰도는 Cho와 Kim[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3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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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검사난이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과 검사

진행 중 환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시상척도(visual analog

scale:VAS)를이용하여왼쪽극 0점 “전혀어렵지않다”

에서 오른쪽 극 10점“매우 어렵다”까지 표기된 척도에

환자가 지각한 검사관련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난이도를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2.3.4 검사불편감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중 환자가 인식하는 신체적

불편감의 정도를말하며본 연구에서는왼쪽 극 0점 “전

혀 불편하지 않았다”에서 오른쪽 극 10점 “매우 불편하

였다”까지숫자로표기된시각적시상척도를사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장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3.5 검사만족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 및 검사과정

전반에걸쳐환자가주관적으로검사와관련해인식하는

만족수준을 말하며본연구에서는왼쪽극 0점 “매우 불

만족”에서오른쪽 극 10점 “매우만족”까지 숫자로표기

된시각적시상척도를사용하였으며점수가높을수록대

장내시경검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3.6 대장정결도
대장점막을관찰할수있도록대장내분변을대장조

직의손상없이제거하여세척한정도를[4] 말한다. 본연

구에서는대장내시경전처치완료후대장내시경을삽입

하였을 때 대장내시경검사를 담당한 소화기내과전문의

가 Chilton 등[26]의 장세척평가기준에 따라 대장정결정

도를 “우수, 양호, 보통, 불량”의 4단계로 판정한 수준을

의미한다. 우수는 “대장내잔변이나잔류용액이거의없

거나 극소량인 상태”로서 대장정결도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하고 “직장과 상행결장까지 고형 잔변이 있

어검사가곤란한상태”인불량은대장정결도가가장낮

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2.3.7 대장내시경 검사소요시간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소화기내과전문의가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환자에게 삽입하는 시점부터 환자로

부터내시경을완전히제거하여검사를종료하는시점까

지 측정한 시간을 나타낸다.

2.4 연구진행절차 및 자료수집
2.4.1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 
본프로그램은성공적인대장내시경검사를위한장정

결상태를 획득하고자 사전처치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걷기운동 및 전화상담모니터

링으로 구성하였다. 연구팀은 문헌에[5,21] 근거하여 융

합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소화기내과전문의 1인, 내시경

실 경력12년 이상의 전담간호사 2인, 간호교육과장 1인,

및 간호학과교수1인의 내용타당도검사를거쳐 수정, 확

정하였다. (1) 교육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예약한 당일에

실시하였으며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대장내시경검사의목적, 검사절차, 대장정결의중요

성과 이를 위한 검사 전 식이섭취 주의사항, 대장정결제

복용법, 검사 중 예상되는 경험, 및 검사 후 관리 등으로

교육내용을구성하였다. 교육방법은소책자와 PPT로제

작한동영상을이용하여개별지도하였으며대상자가반

복학습할수있도록해당자료를제공하였다. (2) 걷기운

동은 장운동과 배변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대장내시경검

사 2일전부터검사당일까지매일 3000보 이상걷도록격

려하였으며 대상자는 만보기를 착용하여 자신의 운동량

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3) 전화상담모니터링은 구성된

상담매뉴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 3일전부터 검사당일

까지 연구원으로 훈련된 내시경전담간호사와 매일 1회

전화상담을통해대장내시경전처치와 관련한식이요법,

운동 및 장정결제투약 등의 진행상황 확인과 이와 관련

한 대상자의 질문에 응답하고 전처치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상담하여그해결방안을대상자와함께모색하

는 과정이다.

2.4.2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대해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

(2041449-201408-HR-001)과기관승인을받은후 B광역

시 B종합병원내시경실에서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자

료수집하였다.

실험중재와정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대장내시경

검사일정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검사해당자는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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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그이후부터 10월 2일까지검사받는자는실험군

으로 배정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예약하는 당일에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초조사

및대장내시경전처치교육이이루어졌다. 기초조사는연

구대상자의 일반특성과 검사관련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대장내시경 전처치교육

은대조군에게는기존교육방식에따라대장내시경전처

치안내서를제공한후검사일정, 검사방법, 검사전사전

처치 시기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음식과 권장 음식목록

및장정결제복용방법에대해설명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소책자와

PPT로 제작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교육하였으며 걷기운

동과 전화상담모니터링에 대한 내용과 진행일정을 설명

하고 교육자료와 만보기를 제공하였다.

대장내시경 전처치 기간 중 대조군은 특별한 관리 없

이 지냈으며 실험군은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

그램에 따라 지정된 날짜부터 식이조절과 걷기운동 및

규칙적인전화상담을하였고상담은회당평균 5~7분 동

안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검사 전날부터 규

정된 시간에 맞춰 대장정결제(Polyethylene Glycol 2L:

한국파마, 크리쿨산Cricool Powder)를복용한 후인위적

인 설사를 유발시켜 대장을 비웠다[Fig.1]. 모든 연구대

상자들은검사당일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검사시

행전에식이요법이행도와대장정결제복용이행도를, 검

사 시행 후에 검사난이도, 검사불편감 및 검사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내시경을 담당한 소화기내과전문의가 연

구대상자의 대장정결도와 대장내시경 검사소요시간을

평가하여 기록하였다.

Before Bowel Preparation Education
2weeks ▪audio-visual material, booklet

↓
Before Telephone Counseling
3days ▪bowel preparation review

▪problem solving consult
↓

Before Progressive Diet Modulation
2days ▪low residue, clear liquid diet

▪NPO
Walking Exercise
▪3000 steps/day

↓
Before Bowel Cleansing Agents
1day ▪2L Polyethylene Glycol, laxative

↓
Test Colonoscopy

[Fig. 1] Bowel Preparation Convergence Program

2.5 자료분석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및 검사관련 특

성은실수, 백분율, 평균과표준편차로산출하고, 두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χ2-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

하였다. 2)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을 적용

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식이요법이행도,

대장정결제복용이행도, 검사난이도, 검사불편감, 검사만

족도, 대장정결도 및 검사소요시간의 차이는 t-test, χ
2-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 특성 및 검사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일반 특성과 관련한 성별, 연령, 교육 및 BMI에서 두

집단간유의한차이는없었다<Table 1>.구체적으로살

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대조군에서 46.2%(18명), 실험군

에서는 52.8%(19명)이었으며(χ2=0.33, p=.566) 연령에서

는대조군평균 56.7세, 실험군평균 56.9세로조사되었으

며 대조군은 50대에서 46.2%(18명), 실험군은 60대이상

에서 47.2%(17명)로많이분포하였지만두집단간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χ2=2.90, p=.235). 교육수준은 두군 모

두 중졸이하부터 대졸이상까지 고루 분포하며 집단 간

차이가없었고(χ2=0.27, p=.875), 체질량지수(BMI)에서도

대조군평균 23.5, 실험군평균 23.3으로조사되고 25미만

이 대조군 69.2%(27명), 실험군 77.8%(2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χ2=0.70,

p=.403).

검사관련특성에서대장질환가족력이없는경우가대

조군 87.2%(34명), 실험군 91.7%(33명)로조사되어두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40, p=.713). 대장내시

경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조군 54.0%(23명), 실험군

52.8%(19명)이었으며 복부수술력이 있는 경우는 대조군

33.3%(13명), 실험군 25.0%(9명)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29, p=.589; χ2=0.63, p=.428). 복부불

편감이 있는 경우는 대조군 38.5%(15명), 실험군

50.0%(18명)이었으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주요

이유는 건강검진이 가장 많았으며 대조군 53.8%(21명),

실험군 41.7%(15명)으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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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χ2=1.01, p=.315; χ2=1.15, p=.562). 따라서 검사관

련 특성에서도 두 집단 간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3.2 가설검증
3.2.1 제1가설
식이요법 이행도의 평균 점수는대조군 17.79점, 실험

군 17.78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63, p=.108). 대장정결제 복용이행도에서는 대조군

이평균 13.97점인반면실험군은평균 15.11점으로나타

나두집단간유의한차이를보였다(t=-2.61, p=.002). 이

에 제1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2>.

3.2.2 제2가설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한 검사

난이도는 대조군이 평균 4.72점, 실험군은 평균 2.89점으

로 나타나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았다

(t=3.28, p=.002).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검사불편감은

대조군이 평균 4.23점, 실험군은 평균 2.19점으로조사되

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3.31, p=.001).

연구대상자들의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검사만족도는

대조군에서 평균 5.72점, 실험군은 평균 7.64점으로실험

군이유의한차이를보이며높아두집단간차이를나타

내었다(t=-3.61, p=.001).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3.2.3 제3가설
대장정결도를 판정한 결과 대조군은 보통 56.4%(22

명), 양호 33.3%(13명), 불량 10.3%(4명)으로판정되었고

실험군은 양호 55.6%(20명), 우수 38.9%(14명), 보통

5.6%(2명)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대장정결도 수준에서

유의한차이를보였다(χ2=39.77, p<.001). 대장내시경검

사소요시간에서도대조군은평균 17.08분이소요된반면

실험군은평균 12.86분으로조사되어대조군보다실험군

에서검사소요시간이유의한차이를보이며짧음을확인

하였다(t=3.64, p=.001). 따라서 제3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Cont.(n=39) Exp.(n=36)

χ2 p
n(%) 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8(46.2) 19(52.8) 0.33 .566

Female 21(53.8) 17(47.2)
Age(year) ≦49 6(15.4) 9(25.0) 2.90 .235

50~59 18(46.2) 10(27.8)
60≦ 15(38.5) 17(47.2)
M±SD 56.67±11.25 56.94±12.31

Education ≦Middle school 17(43.6) 14(38.9) 0.27 .875
High school 13(33.3) 14(38.9)
College≦ 9(23.1) 8(22.2)

BMI(Kg/m2) <25.0 27(69.2) 28(77.8) 0.70 .403
25≦ 12(30.8) 8(22.2)
M±SD 23.50±2.53 23.34±2.51

Disease characteristics
Family history of colon disease * Yes 5(12.8) 3(8.3) 0.40 .713

No 34(87.2) 33(91.7)
Experience of colonoscopy Yes 23(54.0) 19(52.8) 0.29 .589

No 16(41.0) 17(47.2)
History of abdominal surgery Yes 13(33.3) 9(25.0) 0.63 .428

No 26(66.7) 27(75.0)
Abdominal pain, discomfort Yes 15(38.5) 18(50.0) 1.01 .315

No 24(61.5) 18(50.0)
Reason of colonoscopy Health Screening 21(53.8) 15(41.7) 1.15 .562

Follow up symptoms 10(25.6) 11(30.6)
Others 8(20.5) 10(27.8)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 Fisher's exact test

<Table 1>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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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Compliance of Diet restriction 

and Taking bowel preparation agents 
between Groups                     (N=75)

Variables

Cont.
(n=39)

Exp.
(n=36) t p

M±SD M±SD

Compliance of
Diet restriction

17.79±2.38 17.78±2.85 -1.63 .108

Compliance of
Taking bowel

preparation agents
13.97±1.91 15.11±1.85 -2.61 .002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3> Difference in Difficulty, Discomfort,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olonoscopy 
between Groups                   (N=75) 

Variables

Cont.
n=39)

Exp.
(n=36) t p

M±SD M±SD

Test Difficulty 4.72±2.53 2.89±2.28 3.28 .002

Test Discomfort 4.23±2.44 2.19±2.88 3.31 .001

Test Satisfaction 5.72±2.18 7.64±2.43 -3.61 .00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4> Difference in Degree of Bowel Cleansing  
and Test time required between Groups 

(N=75) 

Variables

Cont.
(n=39)

Exp.
(n=36)

x2/ t p
n(%)/
M±SD

n(%)/
M±SD

Degree of cleansing *

Excellent 0(0.0) 14(38.9) 39.77 <.001

Good 13(33.3) 20(55.6)

Fair 22(56.4) 2(5.6)

Poor 4(10.3) 0(0.0)

Test time required
(min)

17.08±5.82 12.86±3.97 3.64 .00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 Fisher's exact test

4. 논의
본연구의대장내시경전처치융합관리프로그램은시

청각동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 걷기운동과 전화상담모

니터링을통해대장내시경검진대상자의검사에대한이

해를돕고, 식이조절과운동및장정결제복용등장정결

을위한전처치활동에검진대상자의자발적참여를유도

함으로써 다측면의 전처치활동에 대한 융합관리가 대장

내시경검사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고자시도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평균연령이 50대 중반으로, 대장내시경

유경험자가 50%이상을 차지하였고, 복부불편감과 같은

질병 관련 증상이 없으며,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대장내

시경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조군 53.8%, 실험군 41.7%를

차지하여 대장내시경검사의 검진효용성에 대한 일반인

들의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

램을적용한실험군과기존의안내교육만을받은대조군

간의 식이요법 이행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3, p=.108). 그러나대장정결제복용이행도

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t=-2.61, p=.002). 이는 Cho와 Kim[2]의 연구에

서검사 3-5일 전동영상매체로장정결교육을실시한실

험군의식이요법이행도와대장정결제복용이행도는유

인물을 이용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연구결과와

는 부분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전처치교육은 검사예약

일에 시행하였으며 검사일과는 평균 2주의 시간차가 있

었다. 이러한 시간차로 인한 교육정보의 유실을 방지하

고자 검사3일전부터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식이요

법이행수준을백분율(최저 0에서최고 100)로환산할때

실험군 65.4% 대조군 65.5%로 유사한 반면에 대장정결

제복용이행도는백분율(최저 0에서최고 100)로환산하

여 실험군에서 67.4%, 대조군은 59.8%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검사대상자들이 식이중재조

절보다는약물중재에대한민감도가높음에따른것으로

여겨진다.

본연구대상자들은일상생활에서익숙한식품이나선

호하는식사유형으로인해검사전수일간이더라도식이

선택습관의변화가쉽지않았고, 무엇보다가족구성원이

나사회활동중타인과식사를함께하는상황에서단독

으로특정식이를실천하기에는환경적여건의제한이있

었던 것 같다 특히 검사시행에 대해 타인에게 들어내기

를 원치 않는 경우나 외식을 하는 경우에서 식이요법실

천이 어렵다고 실험군을 위한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

진행중전화상담을통해이와관련된문제가빈번히언

급되었다. 또한식이조절이외에도배변유도를돕는걷기

운동이나 약물복용 등 순차적인 장정결단계가 준비됨에

따라 식이요법중재를 상대적으로 간과한 것으로 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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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장전처치에서저섬유식이는장정결의유의한

예측변수임을[22] 고려할 때 전처치에서 식이제한의 필

요성과 관련한 정보뿐 아니라 검진대상자들의 식이요법

실천을 방해하는 심리적, 환경적 여건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도록돕는격려방안의모색이보완될필요가있다.

Choi[5]는 내시경검사에대한환자문의가 “검사전”에

29%로 가장 많았고 “검사대기시간”에도 20%에 이르러

안내서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함을 지적하였다.

Cho와 Kim[2], Song[14]은 서면안내서의 설명만으로는

검사준비와검사진행중환자의협조를효과적으로이끌

어내지못해의료지시에대한순응도를낮춘다고하였다.

또한 Kwon과 Kim[15]은 정보부족이 검사에 대한 환자

기대와 실제 경험간의 불일치를 높여 검사상황에 대한

환자예측력을 낮추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손상과 검사만

족도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정

보인지수준의 향상은 계획된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4,6,11,12]

보고한 대장정결제의복용이행어려움은장정결제복용에

대한정보제공수준과그방법의개선을통해문제해결을

시도할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의전처치융합관리

프로그램은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대상자 교육요구를

고려해 식이, 운동, 약물로 개별화되어있던 교육내용을

단일 교육정보 구조내에서 단계별로 융합하여 구성하고

정보전달의 형식과 시기를 다양화하여 총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유인물교육은문자, 그림, 사진등의평면적정

보로 구성되어 자료의 생동감이 낮고, 대상자가 인쇄매

체를 자발적으로 읽음을 전제로 하기에[16] 교육대상자

의태도에따라정보인지수준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또한구두설명력, 감정이입등정보제공자의개인특성에

따라 교육전달내용의 누락이나 대상자 이해수준에 편차

가발생하는한계가있다[2,7,15] 이러한제한점은입체적

정보전달과 교육내용의 표준화가 가능한 시청각매체교

육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동영상매체를 이용한 교육은 준비과정과

검사절차, 각단계별경험할수있는감각정보, 및의료지

시와 환자협조내용 등 검사전반에 대한 실제 영상과 음

향지시를제공하여교육에쉽게 집중하도록유도하였고,

환자들에게검사에대한간접경험의기회가생생하게주

어짐에따라검사정보에대한이해와기억증진에도움이

되었을것으로여겨진다. 더불어소책자는시청각동영상

매체의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반복 학습의 보조자

료로 필요시마다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장정결제 복

용과대장내시경검사중자신이경험할수있는어려움

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심리적으로 준비시킴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직면하는어려움에대한효과적인대처를이끌

어 대장정결제 복용이행과 검사난이도, 검사불편감 및

검사만족도의인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된다.

본연구에서전처치융합관리프로그램을적용받은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한 난이도와 검

사불편감은 낮게, 검사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t=3.28, p=.002; t=3.31, p=.001; t=-3.61,

p=.001). 이러한 결과는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시청각교

육을받은환자의검사만족도나간호만족도가더높다는

선행연구결과[14,15,27]와 일치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

전, 중, 후 과정에대한설명부재는환자의검사만족도를

감소시키는주요원인이된다[14,28]. 환자가 시술절차를

잘모르는상태에서검사가진행되면적절한환자협조를

얻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2차 손상을 초래

하거나검사시간지연, 검사실패, 의료진의시술만족도저

하 등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2,3,15,29].

반면에 의료진이 제공한 교육정보에 대해 환자가 정

보의 이용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 환자의 순응도와

검사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7,16,30,31] 교육정보가 대상

자가이용가능한방법으로전달될때환자의심리적안

녕을 촉진할 수 있다[27]. 특히 검사 전, 중, 후 과정에서

예견되는 특징적 감각정보의 제공은 실제 검사단계에서

무지로 인한 환자의 당혹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검사

상황의바른해석과사전에교육받은지시정보를실천하

여검사에협조하도록도울수있다[27]. 이에본연구대

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의 개별화된 맞춤형

전화상담모니터링은 언어적 지지를 통해 모호한 정보에

대한 수정과 낯선 중재과정에 대한 적응을 도와 환자의

불안을완화시키고검사에대한점진적인준비를용이하

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전화중재를 통해 교

육정보의 유지와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활용을 자극하고

검사불확실성을감소시키며대장내시경검사경험에서의

난이도와 불편감을 낮추고 검사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화교육이 장준비의

질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Hong과 Lim[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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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실험군의대장정결도는우수와양호판정

이 94.5%인 반면 대조군은 33.3%에 불과하였으며 검사

소요시간도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대조군보

다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χ.2= 39.77, p<.001; t=3.64,

p=.001). 이는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적용에 따른 실

험군의 적극적인 대장정결제 복용이행과 걷기운동이 장

정결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걷기운동은장운동을항진시켜배변을촉진하고,

배변활동이 원활해지면 오심, 복통 등을 감소시켜 장정

결제 복용에 따른 불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

구결과[6,21,32]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대장내시경검사

에 적합한 수준으로 준비된 장정결상태와 검사에 대한

이해를바탕으로한환자협조유도가적절함에따라검사

소요시간의 단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검사시간의 단축과 성공적인 검사수행은 검사대상자들

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난이도나 불편감에 대한

인지를 완화하고 검사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상호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의대장내시경전처치융합관리프로그램은검

사정보에 대한 이해와 기억증진을 돕고, 제공된 교육정

보가 검사전체과정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임을 높게 인식

시켜 대장내시경검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정

보제공수준과 방법의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하

여본연구의대장내시경전처치융합관리프로그램은동

영상교육, 걷기운동및전화상담모니터링을통해식이조

절, 운동 및 장정결제복용 등의 전처치 관리를 단계별로

시차를두고융합관리한후그효과를분석하였다. 본연

구결과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리프로그램은 대장정

결제 복용이행도의 증가, 대장정결수준의 향상 및 검사

소요시간의단축을이루었고, 대장내시경검사에대한검

진대상자들의 검사난이도와 검사불편감에 대한 인지수

준을 낮추고 검사만족도는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대장내시경 전처치 중재들은 다양한 내용의

전처치과정이서로융합하여제공되지못함에따라검진

대상자측면에서는 전처치이행에 어려움이 유발되고 불

충분한 장정결과 대장내시경검사실패로 이어지는 문제

가 빈번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는 대장내시경 전처치에

포함되는다양한중재를체계적으로융합하여관리할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장내시경 전처치 융합관

리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효과적

인 중재방안으로 현장실무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현장의 많은 침습적 시술이나 검사

에서도 중재간 융합관리를 체계화하는 반복연구가 필요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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