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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cluded 298 working women in Kangwon province to investigate the life style and eating habits related 
to constipatio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RomanⅡ criteria as follows : normal, mild constipation 
and constipation groups. For the result, 48.4%, 42.7%, 27.2% and 28.6% of the subjects had constipation in the order of 
20's, 30's, 40's, and 50's, respectively. Constipation group had low frequency of bowel movement per week and irregular 
visit to toilet compared to normal and mild constipation groups. There were higher percentage of people with reading habit 
while sitting on a toilet, in the constipation group compare to other groups. Constipation groups had difficulty having bowel 
movement when sleeping outside of their ho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ater consumption per day among 
the 3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meals consumed and the number of meals with snacks 
per day. For the food frequency, there was lower frequency of yogurt and vegetables consumption in the constipation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how to eat fruits.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in order to treat the constipation, 
it is recommended to take enough water and dietary fiber, and to have physical activities for the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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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변비는 진단명이 아니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장관 

증상으로 배변 횟수가 적으며 단단하여 용변을 보기 힘든 상

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불편을 주는 정도를 지나 

정신적인 고통까지 준다. 변비의 발생률은 다양한 문화적, 환
경적, 유전적 및 사회․경제적 요소에 기인하고 있어서 매우 

다양하며(Inan 등 2007),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에 많이 발생하

고, 특히 여성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변비로 인하여 많은 고통

을 받고 있다. 변비는 증세이기 때문에 정의나 기준에 논란이 

많은데, Rome Ⅱ criteria가 만성변비의 정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Thompson 등 1999). 최근 국내 초등학교 어린이의 변비 

발생률은 15.2%(Park & Son 2013), 15.4%(Cho 등 2002) 및 

22.1%(Kim 등 2010)이며, 모두 여자 어린이에서 비율이 더 높

았다. Kim 등(2010)은 초등학교 여학생에서 변비 유병률이 더 

높은 원인으로 야채를 적게 먹어서, 불규칙한 식습관, 편식, 
운동 부족, 화장실 가기를 꺼림, 물을 적게 마셔서, 운동 부족 

등이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의 변비 유병률은 더 높아져서 

Lee 등(2009)은 55.4%라고 하였는데, 역시 여학생이 63.0%로 남
학생의 50.6%보다 높았다. 여고생의 경우, 과중한 학업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 제

한 등으로 위장관 문제를 호소하는데, Byeon & Lee(2003)은 여

고생의 51.7%가 3일 이상 장운동이 없는 변비이며,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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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높으면 변비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변

비 유병률은 로만법 분류로 남자 12.7%, 여자 28.8% (You 등 

2009), 여대생의 27%(Jung 등 2011)이며, Shin & Ly(2003)도 

여대생의 37.5%가 경증변비, 18.2%가 중증이고, Lee & Kim 
(2011)은 여대생의 46%가 자의적으로 변비라고 하였다. You 
등(2010)은 기능성 변비를 가진 여대생들의 32.5%가 로만법 

분류로 변비라고 하였다. Chung 등(2002)은 서울, 경기 지역 

여대생의 8.2%가 변비라고 하였다. Sim(2004)에 의하면 시설

노인의 43%가 주 2회 이하 변을 보는 변비군으로 비변비군

에 비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유의하게 낮다고 하였다. 이처럼 변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빈번한데, 이는 스트레스, 가사노동에 의한 시간

의 제약, 생리적 요인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외에도 직장 내 

업무 등으로 시간적으로 더 바쁘게 지내고, 불규칙한 생활습

관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기 쉽다. 또한 성인기

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달리 불규칙한 식사, 결
식, 편식, 외식기회의 증가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기 쉽다. 국내에서 아동에서 청소년, 대학생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변비 실태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보고는 많으나,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변비와 관련된 식

습관 및 생활습관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강원도 내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인원 35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변비의 판단기준은 Roman Ⅱ 분류법(Thompson 등 1999)에 

의하여 정상군, 경증변비군, 변비군으로 분류하였다.

2. 변비군의 분류
Rome Ⅱ기준(Thompsom 등 1999)의 여섯 가지 중 2가지 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ormal(N=93) Mild constipation(N=95) Constipation(N=110) Total(N=298)
Age (years)  37.4±7.91)ab2)  39.1±8.1a  35.8±8.2b  37.4±8.17
Weight (kg)  56.2±8.4  56.0±7.1  56.3±8.5  55.8±8.02

Height (cm) 159.1±5.1 160.0±4.3 159.4±4.8 159.5±4.77
BMI (kg/m2)  22.1±3.1  22.9±2.6  22.1±3.2  22.1±2.9
Desired degree of weight loss (kg)   5.5±5.6   4.9±4.3   5.7±5.8   5.4±5.3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상인 경우 변비군으로, 1가지에 해당하면 경증 변비군으로,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즉, Rome 
Ⅱ 기준의 여섯 가지는 지난 12개월 혹은 3개월 동안 1/4 이
상 기간에 있었던 증상인 1) 주당 배변횟수가 3회 미만이다, 
2) 대변 덩어리가 단단하다, 3) 배변 후 잔변감이 남아있다, 
4) 배변 시에 항문이 막힌 느낌이 있다, 5) 배변을 돕기 위해 

수조작이 필요하다, 6) 배변 시에 과도하게 항문에 힘을 준다 

등이다. 

3. 설문조사
수분섭취량은 500 mL 병의 수준으로 1일 섭취량 수준을 

표시하게 하였다. 평소의 식사량은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1/2공기 이하, 3/4공기 수준, 1공기 수

준, 1.5공기 이상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식품 섭

취빈도에서 거의 안먹음, 주 1~2회 섭취, 주 3~4회 섭취, 거의 

매일 섭취, 거의 매 끼니 섭취를 표시하도록 하여 각각 1, 2, 
3, 4 및 5점으로 계산하였다. 

4.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7.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각 군간의 빈도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실행하였다. 각 요인 간 상호관계

는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ge test로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실행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

균 체중, 평균 신장 및 평균 BMI가 각각 55.8 kg, 159.5 cm, 
22.1 kg/m2 수준으로 세 군이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그
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체중 감량을 희망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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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희망체중 감량 정도는 전체 평균 5.4 kg으로 마른 체형을 

원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연령별 변비 유병률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

자 298명중 110명인 36.9%가 변비군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8.4%로 가장 높았다(p<0.05). Drossman 등(1994)은 

전인구의 5~20%가 변비를 호소할 만큼 흔한 위장관 증상으

로, 특히 여자와 노인에게 많다고 하였다. Byeon & Lee(2003)
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변비가 있다고 하였는데, 젊은 여성

들은 불규칙적인 생활 외에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

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용변 습관과 상태
대상자의 용변 습관은 Table 3과 같다. 변비군에서 주별로 

용변을 보는 횟수가 유의하게 적었고(p<0.001), 화장실에 가

는 시간대가 비규칙적이라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은 정상인의 80.6%가 5분 이내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ge Normal Mild 
constipation Constipation χ2

20's  18(28.1)1) 15(23.4)  31(48.4)

10.312
(p=0.035)

30's 34(30.9) 31(28.2)  45(42.7)

40's 36(34.9) 39(37.8)  28(27.2)
50's  5(23.8) 10(47.6)   6(28.6)

Total 93(31.2) 95(31.9)  110(36.9)
1) N(%): Number and relative % of the subjects

Table 3. Bowel habits of subjects

Normal Mid constipation Constipation χ2

Number of defecation
<2/wk   0( 0.0)1) 11(11.6) 18(16.4)

29.745
(p=0.000)3~4/wk 18(19.4) 30(31.6) 46(41.8)

≥5/wk 75(80.6) 54(56.9) 46(41.8)

Time of defecation 
Regular 62(66.7) 64(56.8) 41(37.3) 18.434

(p=0.000)Irregular 31(33.3) 41(43.2) 69(62.7)

Defecation time

<5 min 75(80.6) 55(57.9) 52(47.3)
24.392

(p=0.000)5~10 min 13(13.9) 29(30.5) 40(36.4)
≥11 min  5( 5.3) 11(11.6) 18(16.4)

Readings in toilet
Never 74(79.6) 64(67.4) 59(53.6)

17.667
(p=0.007)Sometimes  9( 9.7) 18(18.9) 32(29.1)

Always 10(10.7) 13(13.7) 18(17.3)

Bowel habit during 
sleepover

Regularly 41(44.1) 41(43.2)  8( 7.3)
42.670

(p=0.000)Sometime omitted 48(51.6) 50(52.6) 81(73.6)
Omitted  4( 4.3)  4( 4.2) 21(19.1)

1) N(%): Number and relative % of the subjects

라고 하였으나, 변비군은 47.3%이었으며,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p<0.001). 화장실에서 독서를 하는지의 여

부에서 많은 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변비군에

서 독서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외박을 하는 경우의 

용변 습관에서는 변비군은 다른 군에 비하여 용변을 생략한

다는 비율이 높았다(p<0.001). Cho & Ryu(2000)는 변비를 예

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 특히 아침을 섭취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대변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대변이 나오지 않

더라도 10분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용변 상태는 Table 4와 같다. 변의 굳기 정도에서 

변비군의 34.5%가 돌같이 단단한 변을 본다고 하여 정상인과 

차이를 보였다(p<0.001). 변의 색깔에도 변비군에서 짙은 갈

색이라고 한 대답이 높았다(p<0.001). 용변의 양은 보통 크기 

바나나의 갯수 수준으로 물었을 때 변비군에서 1/2개의 적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p<0.05). 배변 시 드는 노력

의 정도는 변비군에서 배변이 어렵고 힘들다는 비율이 높았

으며(p<0.001), 용변 후의 잔변감도 유의하게 높았다(p<0.001). 
Kil 등(2004)도 많은 여대생들이 변비와 관련된 불편감을 경

험하고 있는데, 배변이 가끔 힘들고(57.6%), 잔변감이 있으며

(65.6%), 배변이 불규칙하다(51.9%)고 하였다. 

3. 수분섭취량
수분섭취량은 Table 5와 같다. 정상군의 1일 총 수분섭취

량은 500 mL들이 음료수병으로 2.17병을 마셔서 경증 변비

군과 변비군에 비하여 유의하고 높았으나(p<0.05), 세 군이 

모두 한국 성인여성의 충분섭취량인 2,100 mL/일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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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ool status of the subjects

Normal Mild constipation Constipation χ2

Hardness of feces

Diarrhea form  12(13.9)1) 14(14.7)  0( 0.0)

26.134
(p=0.000)

Paste form 20(21.5) 21(22.1) 28(25.5)
Banana form 61(65.6) 49(51.6) 44(40.0)
Rock form  0( 0.0) 11(11.6) 38(34.5)

Color of feces
Yellow 16(17.2) 20(21.1)  7( 6.3)

27.581
(p=0.000)Dark yellow 65(69.9) 64(67.4) 64(58.2)

Brown 12(12.8) 11(11.6) 39(35.4)

Volume of feces 
(Amount of 
common banana)

Half  5( 5.4) 13(13.7) 17(15.5)
12.544

(p=0.014)One 55(59.1) 66(69.5) 62(56.4)
Two 33(35.5) 16(16.9) 31(28.1)

Difficulty of 
evacuation

Easy 79(84.9) 54(56.8) 33(30.0)
68.898

(p=0.000)Slightly hard 13(14.0) 39(41.1) 61(55.5)
Hard  1( 1.1)  2( 2.1) 16(14.5)

Feeling after 
evacuation

Refresh feeling 69(74.2) 48(50.5) 23(20.9)
67.451

(p=0.000)Feeling nothing 18(19.4) 24(25.3) 32(29.1)
Feeing remain in bowel  6( 6.5) 23(24.3) 55(50.0)

1) N(%): Number and relative % of the subjects

Table 5. Water intake of the subjects

Normal Mild constipation Constipation
Water intake per day (500 mL bottle) 2.17±1.071)a2) 1.82±1.08b 1.79±1.10b

When drink water 
Before the meal 76(81.7)3) 79(83.2) 77(70.0)
During the meal 75(80.6) 79(83.2) 69(62.7)
After the meal 82(88.2) 90(94.7) 69(62.7)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N(%): Number and relative % of the subjects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사 전, 식사 중 및 식사 후의 수분섭

취 여부에서는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Cho & 
Ryu(2000)는 만성변비의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 교정방법으

로 기상 즉시 냉수나 아침식사 시에 찬 우유 등을 마시면 위

장, 결장 및 직장 반사를 높여 변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

였다. Chung 등(2002)도 여학생이 8.2%가 변비군에 속하며, 
변비군과 정상군은 물 섭취량과 아침 결식에 유의차가 있으

므로 변비 예방을 위하여 평소 아침식사를 꼭 하고, 물을 충

분히 마실 것을 권장한다고 하였다. 채소의 종류에 따라 식이

섬유와 수분의 결합력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셀룰로오스의 

함량에 정비례한다(Kye SK 1996). 수분은 식이섬유를 장관에

서 팽창시키고, 소화 중인 식품들, 소화흡수가 끝난 배설물의 

부피를 증가시켜 bulk flow에 좋은 영향을 미쳐 장의 연동을 

돕고, 배변을 쉽게 하여 변비뿐만 아니라, 대장암 등의 예방에 

유효한 생리효과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변비는 신체활동의

저하나 식이섬유의 섭취 부족으로 야기되는 1차적 유형의 변

비로 약물치료 외에 식이섬유 보충과 같은 식사요법과 장운

동을 활발하게 하는 운동요법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있다(Na 
& Kim 2000). 즉, 용변의 양을 증가시켜 변비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가 요구된다. 

4. 주식섭취량 및 1일 식사횟수
주식섭취량 및 1일 식사횟수는 Table 6과 같다. 아침을 섭

취하지 않는 비율은 정상군, 경증변비군 및 변비군에서 각각 

45.2%, 54.7% 및 44.8%로 절반 정도가 아침을 결식하고 있었

다. 점심과 저녁 섭취수준 및 간식을 포함한 1일 식사횟수는 

세 군에서 모두 같은 수준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Cho & Ryu 
(2000)는 변비의 치료를 위하여 규칙적으로 충분한 식사를 

해야 하며,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

였고, 부적절한 습성, 나쁜 배변습관, 부적합한 수분 섭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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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mount of meals and number of meals consumed a day of the subjects

Amount of meals Normal Mild constipation Constipation χ2

Breakfast

Not eat  42(45.2)1) 52(54.7) 46(44.8)

7.548
(p=0.273)

1/2 portion 25(26.9) 28(27.4) 34(30.9)
3/4 portion 11(11.8)  9( 9.5) 11(10.0)
More than 1 portion 15(16.1)  6( 6.3) 19(17.3)

Lunch

Lesser than 1/2 portion 13(14.0)  5( 5.3) 11(10.0)

8.830
(p=0.183)

3/4 portion 14(15.1) 19(20.0) 23(20.9)
1 portion 58(62.4) 53(55.8) 60(54.5)
More than 1.5 portion  8( 8.6) 18(18.9) 16(14.5)

Dinner

Lesser than 1/2 portion 17(18.3) 16(16.8) 19(17.3)

2.443
(p=0.875)

3/4 portion 15(16.1) 19(20.0) 17(15.5)

1 portion 47(50.5) 42(44.2) 50(45.5)
More than 1.5 portion 14(15.1) 18(18.9) 24(21.8)

Number of meals with snacks 3.43±0.992) 3.29±1.02 3.33±1.13
1) N(%): Number and relative % of the subjects, 2) Mean±S.D.

동 부족, 약물이나 완하제의 사용 등이 복합되어 만성변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Park & Son(2013)도 변비군의 식사횟수

가 불규칙하며, 아침 결식과 간식 섭취 및 육류 섭취 횟수가 

많다고 하였다. Lee 등(2009)도 변비가 있는 학생은 수면시간

도 짧고, 아침 결식률이 높다고 하였다. Shin & Ly(2003)도 

변비 증상이 심할수록 식사횟수가 적으며, 밥 섭취량과 식품 

섭취의 다양성이 적다고 하였다. Lee 등(2012)은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 변비 유병률이 더 증가하여 대

조군의 20.7%에 비하여 61.5%나 되며, 다이어트군의 식이섬

유와 수분섭취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서 다이

어트가 변비 유병률을 높인다고 하였다. Jung 등(2011)은 한

국 일부 여대생의 변비군이 27%로 비만할수록 변비 유병률

이 증가하고, 식사의 불규칙이 더 많다고 하였다. Shin & Ly 
(2003)도 여대생의 37.5%가 경증변비, 18.2%가 중증인데, 변
비 증상이 심할수록 식사횟수가 적으며, 밥 섭취량과 식품 섭

취의 다양성이 적다고 하였다. Lee & Kim(2011)도 여대생의 

46%가 변비이며, 변비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하였다.
 
5. 식품종류별 섭취빈도
식품종류별 섭취빈도는 Table 7과 같다. 정상군은 변비군

과 경증변비군에 비하여 요구르트와 채소류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해조류의 섭취빈도는 경증변비군

이 변비군에 비하여 더 높았으며(p<0.05), 두부류의 섭취빈도

는 정상군이 경증변비군에 비하여 더 높았다(p<0.05). Lee 등
(1996)은 요구르트가 여대생의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Kim 등(2008)도 다시마를 첨가한 요구르트가 

Table 7. Food frequency of the subjects

Normal Mild 
constipation Constipation

Grains, brown rice  2.62±1.421) 2.66±1.30 2.45±1.26
Kimchi 4.15±0.85 4.13±0.93 3.97±0.99

Bean 2.22±1.19 2.06±0.99 1.95±1.03
Bean curd  2.36±0.73a  2.10±0.62b  2.20±0.62ab

Meats 2.66±0.77 2.57±0.78 2.64±0.86
Milk 2.76±1.04 2.52±1.06 2.46±1.08
Yogurt  2.21±0.95a  1.81±0.82b  1.80±0.81b

Potato 2.03±0.73 1.92±0.56 1.87±0.54

Lettuce 2.24±0.76 2.12±0.85 2.03±0.63
Vegetables 2.35±0.72a  2.01±0.82b  1.97±0.71b

Seaweed  1.72±0.61ab  1.92±0.63a  1.68±0.56b

Vinegar 1.63±0.82 0.63±0.90 1.57±0.76
Season's fruit 3.1±0.87 3.1±0.97 2.9±0.87
Nuts 1.94±0.99 1.84±0.90 1.83±0.96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장 이동 효과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식이섬유는 

배변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Han 등(2008)은 건자두 제

품의 보충으로 변비 증상을 개선한다고 하였고, Kim 등(2006)
은 차전자피, 소맥배아, 프룬, 호두 등을 첨가하여 식이섬유 

14.4 g을 함유한 과자를 매일 물과 같이 3주간 섭취시켜 과도

한 힘주기에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Park 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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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쥐에게 변비를 유발시켜 수리취 식이섬유를 제공하

였을 때 식욕이 억제되고, 비만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혈중 지질농도를 감소시켜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구멍쇠미역도 식욕을 억제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장
통과 시간을 감소시켜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Park 등 2013)는 보고도 있다. You 등(2010)은 기능성 변비를 

가진 여대생들은 식품 섭취의 다양성과 채소 및 유제품의 섭

취율도 낮고, 스트레스 점수가 높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도 

대조군에 비하여 낮다고 하였다. 한국인이 섭취할 수 있는 식

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에는 도정이 덜된 곡류, 보리, 콩류, 김
치, 시래기나물, 풋고추, 사과 등이 있다. Park 등(2002)은 변

비환자를 위한 고섬유질 음식 개발을 위하여 야채, 버섯, 서
류를 이용한 표준 레시피를 만들고, 고섬유를 포함한 음식 개

발과 각 음식의 섬유소 함량을 평가하였다. 한편, 올리고당도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안전성이 좋은 이소말

토올리고당을 첨가하여 스펀지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변비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Lee 등 2003).
사과와 포도 등의 과일을 먹는 방법은 Table 8과 같다. 대

부분이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고,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장에 다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변비를 유

발하는 요인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사하기 위하

여 변비군, 경증변비군 및 변비군으로 분류하여 설문을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50대 사이의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정상군, 경증변비군, 변비군이 각각 93명, 95명 및 

110명이었다.  
1.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및 50대에서 변비유병률은 

각각 48.4%, 42.7%, 27.2% 및 28.6%로 20대에서 변비 유병률

이 가장 높았다.
2. 용변 습관에서 변비군은 거의 매일 용변을 본다는 비율

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화장실에 가는 시간대도 비규칙적이

라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도 변비

군이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 화장실에서 독서를 한다는 비율

도 유의하게 더 높았고, 외박을 하는 경우 용변을 생략한다는 

Table 8. How to eat fruits

Normal Mild constipation Constipation χ2

Not eat   0( 0.0)1)  1( 1.1)  1( 0.9)
2.807

(p=0.591)Eat without shell 66(71.0) 67(70.5) 71(64.5)

Eat whole 27(29.0) 27(28.4) 38(34.5)
1) N(%): Number and relative % of the subjects

비율도 유의하게 높았다. 
3. 용변 상태는 변비군이 바위처럼 단단한 변을 보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색상도 짙은 갈색이라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용변을 볼 때의 느낌도 변비군은 배변이 어렵고 힘들

며, 배변 후 잔변감이 남아있다는 비율도 유의하게 높았다.
4. 수분섭취량은 정상군, 경증변비군, 변비군이 각각 500 

mL들이 병으로 각각 2.17병, 1.82병 및 1.79병 수준을 섭취하

여 정상군이 유의하게 많이 마시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권

장섭취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식품 섭취빈도에서 

변비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요구르트와 채소류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과일을 먹는 방법에는 세 군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변비 유병률은 

36.9%이었으며, 20대의 유병률이 높았다. 변비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1일 수분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요구르트와 채

소류의 섭취빈도도 유의하게 낮았다. 변비를 예방 및 치료하

기 위하여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의 섭취가 필요한테, 특히 과

일이나 물을 먹는 방법보다는 먹는 양 자체가 더 중요하므로, 
이를 식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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