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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 

증상 유형 및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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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valence, subtypes and risk factors of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among male adolescent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male adolescents (n=441) 
attending a high school. Rome IV criteria was used to diagnose IBS. Data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psycho-
logical distress, sleep hygiene practices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The prevalence of IBS was 11.1% and the subtypes were mixed (77.5%), unclassified (10.2%), diarrhea- 
predominant (8.2%), and constipation-predominant (4.1%). Risk factors influencing IBS were sleeping time 
(Odds Ratio [OR]=1.00, 95% Confidence Interval [CI]: 0.99~1.00), anxiety, a subfactor under psychological 
distress (OR=1.12, 95% CI: 1.02~1.22), and arousal-related behaviors, a subfactor under sleep hygiene practices 
(OR=1.10, 95% CI: 1.03~1.17). Conclusion: Our findings indicated that IBS is a common problem in male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chool-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addressing sleeping time, anxiety 
and arousal-related behaviors in order to prevent and improve IBS in mal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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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민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은 위장관

의 질환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복통과 변화된 배변의 

형태가 나타나는 증상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기능성 장질환이

다[1]. 국외에서는 Rome III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의 7.0~10.0 

%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으며[2], 국내에서는 8.0~9.6%로 비

슷한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다[3]. 과민대장증후군은 암과 같

은 심각한 질병과 연관이 없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지만, 환자

들은 증상의 악화와 완화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결석이나 결근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지속

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건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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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한다[4].

과민대장증후군은 질병 자체를 입증 할 수 있는 생리학적 

마커가 없기 때문에 위장관계의 다른 기질적 질환을 제외한 후 

Rome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진단이 이

뤄진다[5]. Rome 기준은 1989년에 로마에서 다국적 전문가들

이 모여 진단기준을 제정한 이후 기질적인 질환은 가능한 배제

하고 증상에 따른 진단의 누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된 진단기준을 제정해 왔고, 2006년 Rome III 기준[5]을 거

쳐, 2016년에는 Rome IV [6]기준이 새로 재정되었다. Rome IV 

기준은 과민대장증후군을 종양 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기질적 질환과는 다른 뇌-장 축(brain-gut interaction)

의 이상 질환으로 보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6]. 이에 

따라 Rome IV 기준에서 수정된 사항은 과민대장증후군 증상

에서 기존의 “복통 또는 복부 불편감”을 “복통”으로, 복통의 

기간 영역에서 기존의 “1달에 3일 이상”을 “일주일에 하루 이

상”으로 바뀐 것이다. 증상유형은 변비와 설사의 빈도의 차이

에 따라 변비우세형, 설사우세형으로 나뉘며, 변비와 설사가 

혼합된 양상은 혼합형, 변비와 설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미분류형으로 구분된다[6]. 이처럼 과민대장증후군 진단 기준

의 변화로 과민대장증후군의 유병률과 증상 유형의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Rome IV 기준을 적용한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과민대장증후군의 유발 요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유전적 요인과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장의 운동성과 민감도를 변화시키고,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뇌-장 축의 조절 이상으로 장증상이 발

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더불어 과민대장증후군 환자

의 수면 문제가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의 유발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8, 9].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학 입시경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춘

기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이 극심하고, 수

면 시간이 짧으며, 수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0]. 이처럼 스트레스가 높고 수면시간이 짧은 청소년 

집단에서 과민대장증후군에 취약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지

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과민대

장증후군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1,12].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수면 부족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어[13], 과민대장증후군에 취약할 것으로 추측

되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변화와 성숙을 겪는 

시기로, 확고한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건강증

진 행위와 수면위생 수행은 어른이 되어서 쉽게 개선되기 어렵

고 전 생애에 걸쳐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건강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

증진행위와 수면 위생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4,15]. 

본 연구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

해 과민대장증후군의 위험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요인인 건강증진행위[16], 심리적 디스트레스[17], 수면

위생 수행도[18]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Rome IV 진단기준을 적용한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과 증상유형을 파악하고 과민대장증

후군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과민대장증후군 

증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민대장증후

군 유병률과 증상 유형 및 과민대장증후군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과 증상 유형을 

파악한다. 

 남자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무에 따른 주요 특성

의 차이를 파악한다. 

 남자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의 유병률과 증

상 유형 및 과민대장증후군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지역 일개 남자고등학교의 재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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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검정력 .95, 유의수준 .05에

서 교차비(Odds Ratio)값 OR=1.5를 이용하였을 때 417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46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설문지 응답이 누락된 19명을 

제외하여 최종 441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흡연 유무, 음주 유무, 과민대

장증후군 가족력 유무, 하루 운동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수

면시간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2) 과민대장증후군 진단

과민대장증후군 진단은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Rome 

IV 설문지 중 Hyams 등[19]에 의해 개발된 소아 청소년형 과

민대장증후군 IBS 모듈을 Han 등[20]에 의해 번역한 것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Rome IV 소아 청소년형 과민대장증후군 

진단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에 근거한 

진단과 증상 유형의 분류에 이용된다. 과민대장증후군 진단 

기준은 증상이 2개월 이전부터 시작되고, 지난 2개월 동안 한 

달에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복통이 있으며, 1) 배변 후 증상이 

호전되거나, 2) 증상과 함께 배변 횟수의 변화가 있거나, 3) 증

상과 함께 배변 형태가 변할 때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이다. 증상 유형 기준은 두 개 문항의 

설사와 변비의 빈도 차이로 분류하였는데, 설사와 변비의 빈

도가 유사하면 혼합형, 설사와 변비가 모두 없으면 미분류형

으로 분류하였다.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Ki [21]가 개발한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

를 Han 등[14]이 고등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총 2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습관 7문항, 운동 및 활동 4문항, 위생

적인 생활 6문항,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9문항의 하위 영

역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잘하

는 것을 의미한다. Han 등[14]의 연구에서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는 .88, 하부 요인의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는 .93, 하부 

요인의 신뢰도는 식습관 Cronbach’s ⍺는 .68, 운동 및 활동 

Cronbach’s ⍺는 .63, 위생적인 생활 Cronbach’s ⍺는 .79, 대

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Cronbach’s ⍺는 .82였다. 

4) 심리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Dero-

gatis [22]가 개발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Brief Symp-

tom Inventory-18, BSI-18)를 번안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BSI-18은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 6

문항, 불안 6문항, 우울 6문항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고 점수

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는 .90, 하부요인의 신뢰

도는 신체화 Cronbach’s ⍺는 .80, 불안 Cronbach’s ⍺는 .81, 

우울 Cronbach’s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 전체 신뢰

도는 Cronbach’s ⍺는 .92, 하부요인의 신뢰도는 신체화 Cron-

bach’s ⍺는 .84, 불안 Cronbach’s ⍺는 .84, 우울 Cronbach’s 

⍺는 .89였다. 

5) 수면 위생 수행도

수면 위생 수행도는 Yang 등[23]이 개발한 수면 위생 수행

도 척도(Sleep Hygiene Practices Scale, SHPS)를 Jeong과 

Gu [24]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HPS는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성 관련 행동 9문항, 수면 스케줄 

7문항, 음식 및 음료 섭취 행동 6문항, 수면 환경 8문항의 하위요

인으로 구분된다.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위

생 수행도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하부요인의 신뢰도는 각성 관련 행동 영역 

Cronbach’s ⍺는 .70, 수면 스케줄 영역 Cronbach’s ⍺는 .82, 

음식 및 음료 섭취 행동 영역 Cronbach’s ⍺는 .72, 수면환경 영

역 Cronbach’s ⍺는 .6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 신뢰

도는 Cronbach’s ⍺는 .84, 하부 요인의 신뢰도는 각성 관련 행

동 영역 Cronbach’s ⍺는 .67, 수면 스케줄 영역 Cronbach’s ⍺
는 .62, 음식 및 음료 섭취 행동 영역 Cronbach’s ⍺는 .70, 수면

환경 영역 Cronbach’s ⍺는 .7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6월에 대구시 소재 일개 고등학교의 교장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후 재학생 대상의 연구 진행

에 동의를 받고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수집방법, 대상자 보호 및 기타 주의 사항을 

교육하여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하였다. 보건교사는 1학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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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IBS Diagnosed by Rome IV and Dis-
tributions of IBS Subtypes (N=441)

Variables Categories n (%)

IBS (Rome IV) Yes
No

 49 (11.1)
392 (88.9)

IBS subtypes
(n=49)

Constipation-predominant
Diarrhea-predominant
Mixed
Unclassified

 2 (4.1)
 4 (8.2)

 38 (77.5)
  5 (10.2)

IBS=Irritable bowel syndrome.

터 3학년까지 재학중인 모든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대상

자의 익명성, 비 보장,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부모 대상 동의

서를 배부하였다. 부모 동의서를 지참한 연구참여를 희망한 

재학생은 보건교사와 만나 직접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

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20~25분이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중간고사와 모의고사가 시행되지 않은 6월 둘째 주에 

시행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과 증상 유형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

강증진행위,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도, 수면위생 수행도는 빈

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건강증진행위,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면위생 수행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x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변

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과 증상 유형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고등학생 총 441명 중 과민대장증후

군의 유병률은 49명(11.1%)였다. 증상유형은 변비 우세형이 

2명(4.1%), 설사 우세형이 4명(8.2%), 혼합형이 38명(77.5%), 

미분류형이 5명(10.2%)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무에 따른 주요 특성의 

차이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무에 따라 가족력(x2=5.75, p= 

.048), 수면시간(t=2.88, p=.004), 건강증진행위의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t=2.31, p=.02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과민대장증후군 가족력의 빈도가 높고, 수면시간이 짧으며, 

건강 증진 행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수준이 낮았다. 

또한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무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

레스의 신체화(t=-4.03, p＜.001), 우울(t=-4.65, p＜.001, 불안

(t=-4.66, p＜.001), 수면 위생 수행도의 각성 관련 행동(t=-5.21, 

p＜.001), 수면 스케줄(t=-3,86, p＜.001), 음식 및 음료 섭취 행

동(t=-2.00, p=.047), 수면 환경(t=-2.31, p=.02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

에 비해 유의하게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수면 위생 

수행도가 나빴다. 한편, 대상자의 학년, 흡연 유무, 음주 유무, 

운동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건강 증진 행위의 식습관, 운동 

및 활동, 위생적인 생활 수준은 과민대장증후군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발 위험요인 

대상자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으로 유의하게 나온 12개 변수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 엔터(enter)법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x2=55.98, p＜.001), 설명력은 Nagelkerke 결정계수에 의하

여 22.1%로 나타났다.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에 따

라(x2=6.82, p=.557),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민대장증후

군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체적으로 89.6%가 정확하게 분

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수면 시간(Odds 

Ratio (OR)=0.99, 95% Confidence Interval (CI): 0.99~1.00),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불안(OR=1.12, 95% CI: 

1.02~1.22), 수면 위생 수행도의 하부요인 중 각성 관련 행위

(OR=1.10, 95% CI: 1.03~1.17)였다(Table 3). 즉, 수면 시간이 

1분 증가할수록 과민대장증후군 발생위험은 0.99배 낮아지며, 

불안 측정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과민대장증후군 발생 위험

은 1.12배, 수면 전 각성 관련 행위 측정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Vol. 32 No. 1, 2019 5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 증상 유형 및 위험요인

Table 2. Comparison of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IBS and Non-IBS Groups (N=441)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41)

IBS

x2 or t pYes (n=49) No (n=392)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rade 1
2
3

149 (33.8)
210 (47.6)
 82 (18.6)

20 (40.8)
24 (49.0)
 5 (10.2)

129 (32.9)
186 (47.4)
 77 (19.6)

2.91 .233

Current smoking Yes
No

33 (7.5)
408 (92.5)

 6 (12.2)
43 (87.8)

27 (6.9)
365 (93.1)

1.81 .242*

Current drinking Yes
No

 52 (11.8)
389 (88.2)

 6 (12.2)
43 (87.8)

 46 (11.7)
346 (88.3)

0.01 .917

Family history Yes
No

 8 (1.8)
433 (98.2)

3 (6.1)
46 (93.9)

 5 (1.3)
387 (98.7)

5.75 .048*

Exercise time (min/day)  60.76±53.89  65.61±53.50  60.15±53.98 -0.67 .504

Smart phone using time (min/day) 162.07±109.79 158.84±112.94 162.47±109.53 0.22 .827

Sleeping time (min/day) 386.38±62.69 362.35±70.14 389.39±61.13 2.88 .004

Health promoting 
behavior

Exercise or activity
Eating habit
Personal hygiene
Management of relationship/stress
Total 

 13.90±3.22
 24.68±5.28
 22.20±4.50
 29.18±6.80
 89.96±15.36

 13.65±2.77
 23.31±5.34
 22.18±3.53
 27.08±6.60
 86.22±13.91

 13.93±3.28
 24.85±5.26
 22.20±4.61
 29.45±6.78
 90.43±15.48

0.56
1.93
0.04
2.31
1.81

.573

.054

.971

.021

.071

Psychological 
distress

Somatization
Depression
Anxiety
Total

  2.81±3.74
  4.24±4.85
  2.51±4.05
  9.56±10.92

  5.47±5.05
  7.69±5.62
  6.00±5.77
 19.16±14.48

  2.48±3.41
  3.81±4.58
  2.07±3.55
  8.36±9.77

-4.03
-4.65
-4.66
-5.08

＜.001
＜.001
＜.001
＜.001

Sleep hygiene Arousal-related behaviors
Sleep scheduling and timing
Eating and drinking behaviors
Sleep environment
Total 

 21.70±6.47
 15.74±5.44
  9.37±3.73
 11.93±4.91
 58.74±15.49

 26.10±7,54
 18.53±5.40
 10.37±4.11
 13.45±5.83
 68.45±17.33

 21.15±6.11
 15.40±5.35
  9.25±3.67
 11.74±4.76
 57.53±14.83

-5.21
-3.86
-2.00
-2.31
-4.77

＜.001
＜.001

.047

.022
＜.001

*Fisher's exact test; IBS=irritable bowel syndrome.

Table 3. Factors Affecting IBS Prevalence among Subjects (N=441)

Variables Categories B SE OR
95% CI

p
Lower Upper

Sleeping time (min/day) -0.01 0.03 0.99 0.99 1.00 .042

Psychological distress Anxiety 0.11 0.46 1.12 1.02 1.22 .019

Sleep hygiene Arousal-related behaviors 0.09 0.03 1.10 1.03 1.17 .003

 -2 Log Likelihood=255.69, Hosmer and Lemeshow test: x2=6.82, p=.557, 
Nagelkerke R2=.221, correct classification (%)=89.6%

IBS=Irritable bowel syndrome;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과민대장증후군 발생위험이 1.10배 높아졌다(Table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Rome IV를 적용

한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과 증상 유형을 파악하고 과민대장

증후군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은 

11.1%였다. 이는 국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Rome III 기

준 적용한 유병률이 15.2%[17]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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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시행된 전체 남성인구 집단에서 Rome IV를 적용한 과

민대장증후군 유병률 7.60%[25]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Rome III 기준이 복통이나 장의 변화를 수

반하는 불쾌감을 포괄적으로 증상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Rome IV 기준은 복통만을 증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Rome 

III 기준 적용된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의 15%는 Rome IV 기준

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Rome III 

기준에 적용된 유병률에 비해 낮게 파악된 것으로 생각된다

[26]. 또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이 남성의 생

애 주기 중에서 청소년기에 과민대장증후군에 취약함을 보여

주고 있어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의 과민대장

증후군의 증상 유형은 전체 49명의 학생 중 혼합형이 38명

(7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미분류

형이 5명(10.2%), 설사 우세형이 4명(8.2%), 변비 우세형이 2

명(4.1%)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8세에서 18세

를 대상으로 Rome IV 기준 적용한 Han 등[20]의 연구에서 과

민대장증후군 29명 중 변비 우세형이 13명(4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미분류형이 9명(31.0%), 혼

합형이 6명(20.7%), 설사 우세형이 1명(3.4%) 순으로 보고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의 이유는 Han 등

[20]의 연구의 과민대장증후군 29명 중 9명이 여성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Rome II를 적

용한 Lee 등[12]의 연구에서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남자고등

학생 총 75명 중 혼합형이 31명(41.3%)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유사하지만, 다음으로 변비 우세형이 16명(21.3%), 설사 

우세형이 15명(20.0%), 미분류형이 13명(17.3%) 순으로 보고

된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과민대장증후

군의 진단 기준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연구마다 

보고되는 과민대장증후군의 증상유형의 차이가 무엇에 기인

하는가는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조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발생 위험요

인을 확인한 결과, 수면 시간,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불안, 수면 위생의 하위요인 중 각성 관련 행동으로 파악되

었다. 우선 남자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1분 증가할수록 과민

대장증후군 발생률을 약 0.99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12]의 연

구에서 6시간 이하의 수면시간이 과민대장증후군의 발생 위

험을 1.33배 높힌 결과와 유사하다. 짧은 수면시간이 과민대장

증후군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짧은 수면시간

이 교감신경계의 과활성을 야기해 장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내 통증에 대한 역치가 감소하는 내장 통증과민증

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27]. 하지만 Kim [16]의 연구에서 국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은 과민대장증후군 발생 위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것은 Kim [16]의 연구에서 과민대장증후

군이 있는 여자고등학생은 평균 수면시간은 352.20분으로 본 

연구에서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남자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인 362.35분에 비해 짧은 수면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같

은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과민대장증후군의 발

생에 수면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남성이 

더 민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수면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과민대장증후

군의 예방과 증상개선 프로그램 개발시 적절한 수면시간의 중

요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

부요인 중 불안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과민대장증후군의 발

생률을 1.12배 높였다. Heitkemper 등[28]은 불안은 뇌-장 축

의 조절에 이상을 초래하여 과민대장증후군의 촉발요인이며, 

과민대장증후군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더 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Kim [16]은 여자 고등학생

의 불안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과민대장증후군의 유발요

인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은 과중한 학업, 진학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스트

레스 상황속에서 과민대장증후군 대상자의 경우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은 과민대장증후군과 관련되어 성인이 되어

서도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개인이 삶에 영향을 준다[29]. 따라

서 과민대장증후군의 예방과 증상완화 중재 개발시 남자 고등

학생을 위한 심리적 중재와 불안 대처방식에 대한 중재가 반드

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또 다른 과민대장증후

군 발생 위험 요인은 수면 위생의 하부 요인 중 각성 관련 행동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발생률을 1.10배 높였다. 아직까지 수면

위생 수행도와 과민대장증후군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바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수면위생 수행도는 청소년에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30], 낮아진 

수면의 질은 과민대장증후군을 발생, 증상악화의 요인이 된

다. 특히 각성 관련 행동은 교감신경계의 과활성화를 발생시

키는 행동으로 신체적, 인지적 과다각성을 발생시킨다[2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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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

군 예방과 증상완화 교육 시 일괄적인 수면위생 교육 보다는 

각성 관련 행동 교정에 초점을 둔 중재를 시행한다면 더욱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력은 단변량 분석에서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종 모형에서 과민대

장증후군의 발생에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12]등의 연구에서 가족력이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 

위험요인에서 제외된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가족력은 유전

적 요인은 물론 가족끼리의 식이 습관이나 생활습관, 가치관 

등이 다른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12], 관련된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요인 중 스트레스 대

처 행동이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 유의한 차이

는 있으나 최종 모형에서 위험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16]의 연구와 유사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과민대장증

후군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것에 주목

해야 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과민대장증후군의 증상을 발

생,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7,17]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예방과 증상완화 중

재를 계획할 때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강화하여 심리적 디스트

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 대상이 일개 고등학교로 한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의 특성이 배제되지 못하였다

는 점이다. 또한 집단으로 설문지를 직접 장성하는 방식을 취

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금기시하는 흡연과 음주에 

대한 답변이 실제와는 달리 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

역과 학교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룰 사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질

적인 질환을 배제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염증

성 장질환, 폐쇄성 장질환, 유당 흡수 장애 등과 같은 기질적 질

환이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으로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추후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과민대장증후군을 가진 남자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복통과 배변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

고 있지만, 과민대장증후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여성에 

비해 유병률이 낮다는 인식으로 지금까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

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남자 고등학생의 과

민대장증후군이 학교 보건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민대

장증후군의 유병률과 증상유형, 발생 위험 요인을 조사함으로

써 과민대장증후군의 발생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중재 개발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

한 수면시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

리중재, 수면 전 각성 관련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남

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 중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Rome IV 기준을 적용한 과민대장증후군 유병률과 증상유형

을 파악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Rome 

IV 기준을 적용한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의 유병률

은 Rome IV 기준을 적용한 전체 남성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파

악되어 남자 고등학생의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한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증상유형은 혼합형이 가장 흔하

고 미분류형, 설사 우세형, 변비 우세형 순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과

민대장증후군 예방과 증상 완화 중재 시 적절한 수면시간의 중

요성을 교육하고 수면 전 각성 관련 행동을 교정하는 수면위생 

교육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추후 본 연구를 토대로 과민대장증후군 증상 유형

에 따른 과민대장증후군 발생 위험요인과 기질적 질환을 고려

한 반복연구와 과민대장증후군을 가진 남자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과민대장증후군 예방과 증상완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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