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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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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constipation, stress due to constipation, nutritional 
status and factors affecting constipation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94 
elders from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6 to 17, 2019.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on general characteristics, degree of constipation, stress due to constipation, and nutritional statu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degree of constipation was 3.48±3.52 points and 36 elders (38.3%) 
reported constipation.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constipation were subjective recognition of constipation 
(β=2.87, p<.001), nutritional status (β=-0.28, p=.018), and stress due to constipation (β=0.26, p=.024). These 
variables explained 33.1% of the degree of constipation. Conclusion: More than 30% of elders reported con-
stipation.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constipation, stress due to constipation, and nutritional status influenced 
the degree of constipation. Management programs for constipation prevention and constipation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for community-dwelling elders so that they can assess constipation and recognize it as a 
health problem. Also, programs should include ways to manage stress due to constipation and maintain good 
nutri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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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변비는 어느 연령에서나 호소할 수 있는 위장관 건강문제 

중 하나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장폐색 등과 

같은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사회적 고립 및 우울 등 정신 사회

적 문제를 유발하여 삶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및 경제적 부담

을 초래할 수 있다[1,2]. 변비의 유병률은 전체인구 대상 연구

에서는 12~19%로 보고되고 있고, 변비에 관한 자가 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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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26%, 남성노인 16%에서 

변비를 호소하고 있으며, 84세 이상의 경우, 여성노인은 34%, 

남성노인은 26%로 보고된 바 있다[1,3]. 이처럼 변비는 노년

기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종종 비뇨기 증상, 분변 

매복, 결장 파열 등 다른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여 생

명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

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4,5] 체계적이고 적절한 치료 및 위

험요인 관리를 포함한 예방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년기에 발생되는 변비는 소량의 식사로 인한 대변량의 

감소, 운동량 감소, 복근과 골반근의 약화, 진통제 등 여러 가

지 약물 복용 등과 관련이 있고, 구조적으로는 악성종양, 항문

열상, 장유착, 허혈성 장염, 직장 탈장 등이 원인이 되며 당뇨

병성 자율신경병증,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질환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2,6,7]. 또한 노인이 어디서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

라 유병률의 차이를 보여, 요양시설 거주노인 26~32%, 지역

사회 거주노인 26%가 변비를 호소하고 있다[8,9]. 노인의 변

비는 단순히 배변을 보는 횟수의 감소보다는 배변 시 힘을 많

이 주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불완전한 배변감, 배변을 

돕기 위한 수조작의 필요성 등과 같은 골반출구 배출장애에 

해당되는 증상의 빈도가 젊은 층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7-9]. 

일반적으로 변비를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중재로는 

무엇보다 원인제거가 중요하고, 그와 함께 적당한 운동요법

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수분 섭취 및 완화제나 장 분비 촉진

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생활습관 중재, 발-반사 마사지 

적용, 복부 온 지압법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5,6,8,10]. 그러나 배뇨장애나 전립선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

우에는 수분섭취가 제한되고, 소화기능의 저하로 인해 노인에

게는 섬유소 섭취가 용이하지 않으며, 관절이나 척추가 좋지 

않은 노인은 운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1,6], 일반적인 변

비 관리 및 예방 중재를 노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

다. 한편, 노인은 흔하게 발생하는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변비완화제를 복용하고 있다. 변비완화제는 복용하기 수월하

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약물에 

대한 흡수장애를 유발하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장 점막의 변

화, 장의 정상반사 감소, 근육 긴장도 약화, 저칼륨혈증 등을 

초래하여 변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1,8,9]. 따라서 변비는 노인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

한 질환이므로 치료와 관리를 하는 데 있어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를 고려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장관

의 운동 저하로 음식의 이동이 느려질 수 있으며 소화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감소

하게 되어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양상태가 더 불량해진

다[8,11]. 특히 치아 상태에 따라 섭취하는 식품이 달라지는데 

저작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씹기 편한 음식을 주로 선택하게 

되어 변비 관리에 중요한 섬유소 섭취의 주가 되는 채소 및 과

일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2]. 또한 변비 관

리를 위해 하루 1.5~2.0L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

장하고 있음[1,8,9,13]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하루 수분섭취량

은 기준의 평균 약 60.0% 전후에 불가하고, 그나마 대부분 간

호제공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섭취 기준을 액체형

태로 하였을 때 45.7%가 0.6L 이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나,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14]. 이처럼 노화로 인한 

영양상태 변화는 노인 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 

생각된다.

변비가 있는 노인은 경제적 부담, 정보 획득의 어려움, 다수

의 동반 질환으로 인한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의료시설 이용

에 많은 제한이 있어 변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1,4,9,15,16], 이와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불

편함 등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16-18].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스트

레스가 변비를 유발하는 영향요인임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6,7,16]. 변비의 유병률이 높은 노인에게는 관리되지 못한 변

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영향

요인일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관리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를 파악하고, 변비의 

영향요인으로서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를 규명하

여 추후 노인에게 실제적이면서 안전한 변비 중재 방안을 마

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를 파악하고 변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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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

양상태 및 변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과 변비 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 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94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효과크기는 노인을 

대상으로 변비를 선행연구한 Park 등[17]의 연구를 토대로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는 .2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 11개(일반적 특성 9개, 독립

변수 2개)로 설정하였을 때, 84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15% 

감안하여 9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이 중 불완전한 응

답자 2명을 제외하고, 최종 9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

으며, 이는 통계적 분석 조건을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규칙적인 운동 여부, 현재 흡연 여부, 현재 음주

여부, 주관적 변비 인지 여부,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부 등으로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Cline 등[19]이 사용한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Kim [18]

의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왼쪽 끝에 0

(스트레스 없음), 오른쪽 끝에 10 (극심한 스트레스)이라고 적

혀있는 10칸의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시점은 한 칸에 1점씩으로 측정하

여 점수화하여 그 값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영양상태

대상자의 영양상태는 Guigoz 등[20]이 개발한 간이영양평

가(Mininutritional Assessment, MNA)를 Lee [21]가 번안

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

구는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영양불량을 

선별하기 위해 체위와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을 기

초로 개발된 지표로써 신뢰도와 타당도, 민감도와 특이도 등

이 검증[22]되어 선택하였다.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도

구는 신체계측 4문항, 일반적 평가 6문항, 식이 평가 6문항, 주

관적 평가 2문항으로 총 18문항이고, 점수는 신체계측 8점, 일

반적 평가 9점, 식이 평가 9점, 주관적 평가 4점의 총 30점을 만

점으로 점수화되어 있다. 각 문항은 0.5, 1, 2, 3점의 척도로 총 

점수 합계가 24점 이상은 정상의 영양군, 17~23.5점은 영양불

량 위험군, 17점 미만은 영양불량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장소의 제한성으로 신체계측 중 

상완 둘레와 장딴지 둘레 계측이 불가하여 이 두 가지 계측을 

배제하여 간소화된 MNA의 적합성을 검증한 Park 등[23]의 

연구를 근거로 Lee [21]의 도구 중 신체계측에서 2문항(상완 

둘레와 장딴지 둘레 계측)을 제외한 총 16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점수는 신체계측 6점, 일반적 평가 9점, 식이 평

가 9점, 주관적 평가 4점으로 총 28점을 만점으로 점수화하였

고, 각 문항은 0.5, 1, 2, 3점의 척도로 총 점수 합계가 22점 이

상은 정상의 영양군, 15~21.5점은 영양불량 위험군, 14.5점 

이하는 영양불량군을 의미한다. 신체계측 평가를 위해 체중은 

Inbody 570 (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였고, 신장은 

신장계를 이용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의 제

곱(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Guigoz 등[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0이었다.

4) 변비 정도

대상자의 변비 정도는 McMillan과 Williams [24]가 개발

한 변비사정척도(Constipation Assessment Scale, CAS)를 

Yang과 Yu [2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 가스의 양, 배변 횟수, 대변의 양상, 배변시의 

불편감, 직장의 묵직함, 대변의 양, 배변의 용이성에 대한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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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3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

점, ‘약간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으로 총점 16점 중 4점 

이상인 경우 변비로 진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비 정도가 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당시와 같은 방식인 

대상자가 1주 동안의 증상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McMillan과 Williams [2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8이었고, Yang과 Yu [2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는 .85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G광역시 소재 6곳의 경로당에 모집 문건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수락한 65세 이상 노인 중 한

국판치매선별설문지(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

naire, KDSQ)로 측정한 점수가 6점 미만인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여[26]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가 설문조사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참여방법, 연구

참여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동의

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연구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 1명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에게 설문지

를 자가 기입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

도였다. 설문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작성이 완료되었고, 신장

과 체중은 연구보조원이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절대 비 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작성 후 그 자리에서 회수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비

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

비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은 

Tukey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변수가 정규분

포를 따르지 않아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KNU_IRB 

_2019-59)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대상

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는 것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암

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고, 연구종료 후 자료는 3년간 보

관하며 이후 관련서류는 분쇄 ․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자료수집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4.7±6.10세였고, 성별은 남자 8명

(8.5%), 여자 86명(91.5%)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

교 졸업 51명(54.3%), 중학교 졸업 16명(17.0%), 고등학교 졸

업 21명(22.3%), 대학교 졸업 6명(6.4%)이었다. 배우자 여부

는 ‘있다’ 6명(6.4%), ‘없다’ 88명(93.6%)이었고, 규칙적인 운

동 여부는 ‘한다’ 73명(77.7%), ‘하지 않는다’ 21명(22.3%)이

었으며, 현재 흡연 여부는 ‘한다’ 2명(2.1%), ‘하지 않는다’ 92

명(97.9%), 현재 음주 여부는 ‘한다’ 9명(9.6%), ‘하지 않는다’ 

85명(90.4%)이었다. 주관적 변비 인지 여부는 ‘그렇다’ 25명

(26.6%), ‘아니다’ 69명(73.4%)이었고,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

부는 ‘한다’ 41명(43.6%), ‘하지 않는다’ 53명(56.4%)이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10점 만점 중 평균 3.11 

±3.11점이었다. 대상자의 영양상태는 28점 만점 중 21.51±2.74

점이었다. 하위 영역 중 신체계측은 6점 만점에 평균 5.14±1.08

점, 일반적 평가는 9점 만점에 평균 7.63±1.12점, 식이 평가는 9

점 만점에 평균 6.87±1.17점, 주관적 평가는 4점 만점에 1.87± 

1.20점으로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변비 정도는 16점 만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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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65~＜70
70~＜75
75~＜80
≥80

19 (20.2)
33 (35.1)
23 (24.5)
19 (20.2)

74.7±6.10

Gender Male
Female

8 (8.5)
86 (91.5)

Educational level Illiterat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51 (54.3)

16 (17.0)
21 (22.3)
6 (6.4)

Partner Yes
No

6 (6.4)
88 (93.6)

Regular exercise Yes
No

73 (77.7)
21 (22.3)

Current smoking state Yes
No

2 (2.1)
92 (97.9)

Current drinking state Yes
No

9 (9.6)
85 (90.4)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constipation

Yes
No

25 (26.6)
69 (73.4)

Constipation relaxation 
method

Have
None

41 (43.6)
53 (56.4)

Table 2. Stress due to Constipation, Nutritional Status, Degree of Constipation of Participants (N=94)

Variables n (%) M±SD Range

Degree of constipation CAS＜4 58 (61.7) 3.48±3.52  0~16

CAS≥4  Self-reported constipation 
 Yes (n=25)
 No (n=69)

36 (38.3)
19 (76.0)
17 (24.6)

Abdominal distention or bloating
Change in amount of gas passed rectally
Less frequent bowel movements
Oozing liquid stool
Rectal fullness or pressure
Rectal pain with bowel movements
Smaller stool size
Urge, but inability to pass stool

0.53±0.70
0.67±0.68
0.31±0.57
0.31±0.57
0.34±0.60
0.36±0.60
0.54±0.70
0.41±0.68

0~2

Stress due to constipation 3.11±3.11  0~10

Nutritional status Total
Anthropometric measures
General evaluation
Dietary evaluation
Subjective evaluation

21.51±2.74
5.14±1.08
7.63±1.12
6.87±1.17
1.87±1.20

 1~28
1~6
1~9
1~9
1~4

CAS=Constipation Assessment Scale.

평균 3.48±3.52점이었고, 변비로 진단되는 CAS 4점 이상인 

대상자는 36명(38.3%)이었다. 주관적으로 변비를 인지하는 대

상자 중 변비로 진단되는 CAS 4점 이상인 경우는 19명(76.0%)

이었고, 주관적으로 변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자 중 변비로 

진단되는 CAS 4점 이상인 경우는 17명(24.6%)이었다. 세부 항

목 중 ‘가스가 나오는 양이 많아졌다’가 2점 만점 중 0.67± 

0.68점, ‘헛배가 부르고 팽팽한 느낌이 있다’ 0.53±0.70점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대변보는 횟수가 줄었다’와 ‘묽은 변이 약간

씩 흘러나온다’는 각각 0.31±0.57점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

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t= 

4.87, p<.001)과 주관적 변비 인지 여부(t=5.67, p<.001) 및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부(t=2.89,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측정되었고, 주관적으로 변비를 인지하

는 노인과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

인보다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영양상태는 일반적 특성 중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부(t=-2.91,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변비완



70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송민선·양남영

Table 3. Difference of Stress due to Constipation, Nutritional Status, Degree of Constip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4)

Characteristics 

Stress due to 
constipation

Nutritional 
status

Degree of 
constipation

M±SD
 t or F (p)

Tukey
M±SD

 t or F (p)
Tukey

M±SD
 t or F (p)

Tukey

Age (year) 65~＜70
70~＜75
75~＜80
≥80

2.84±3.24
3.15±2.95
2.83±3.20
3.63±3.32

0.28
(.837)

21.89±3.38
21.91±2.31
21.46±2.92
20.50±2.44

1.23
(.304)

4.74±4.27
2.85±2.74
2.57±3.31
4.42±3.83

2.21
(.092)

Gender Male
Female

1.25±1.83
3.28±3.15

4.87
(＜.001)

23.94±1.29
21.28±2.74

-1.79
(.077)

2.13±1.64
3.60±3.63

-2.11
(.052)

Educational level Illiterat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2.98±3.13
4.38±3.42
2.81±2.98
1.83±1.94

1.33
(.270)

21.03±2.92
21.66±2.52
22.10±2.55
23.17±1.47

1.62
(.191)

3.86±3.69
2.88±2.66
2.86±3.44
4.00±4.65

0.61
(.608)

Partner Yes
No

3.17±2.48
3.10±3.16

-0.05
(.961)

21.25±2.09
21.53±2.79

0.24
(.811)

4.83±4.17
3.39±3.48

-0.97
(.333)

Regular exercise Yes
No

3.04±2.97
3.33±3.61

-0.38
(.706)

21.68±2.84
20.90±2.31

1.15
(.253)

3.30±3.20
4.10±4.52

-0.75
(.458)

Current smoking state Yes
No

3.00±2.83
3.11±3.13

-0.05
(.961)

22.00±1.41
21.50±2.77

0.25
(.800)

4.00±0.00
3.47±3.56

1.44
(.155)

Current drinking state Yes
No

2.22±2.73
3.20±3.15

-0.90
(.373)

21.44±2.23
21.52±2.80

-0.08
(.940)

4.22±3.63
3.40±3.52

0.66
(.508)

Subjective recognition
of constipation

Yes
No

5.72±3.18
2.16±2.49

5.67
(＜.001)

20.76±1.93
21.78±2.95

-1.95
(.056)

6.44±3.96
2.41±2.65

4.73
(＜.001)

Constipation relaxation
method

Have
None

4.12±3.33
2.32±2.70

2.89
(.005)

20.61±2.75
22.21±2.55

-2.91
(.005)

4.49±4.00
2.70±2.91

2.41
(.018)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ress due to Constipation, 
Nutritional Status and Degree of Constipation (N=94)

Variables
Stress dut to 
constipation

Nutritional 
status

Degree of 
constipation

rs (p) rs (p) rs (p)

Stress due to 
constipation

1

Nutritional 
status

-.25
(.014)

1

Degree of 
constipation

.47
(＜.001)

-.33
(.001)

1

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은 사용하는 노인보다 영양상태

가 높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변비 정도는 일반적 특성 중 주

관적 변비 인지 여부(t=4.73, p<.001)와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부(t=2.41,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주관적으로 변비를 인지하는 노인과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변비 정도가 심하게 

측정되었다(Table 3).

4.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변비 정도 

간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변비 정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rs=.47, p<.001), 영양상태와 변비 정

도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rs=-.33, p=.001), 변비로 인한 스트

레스와 영양상태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rs=-.25, p=.014)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

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관적 변비 인지 

여부와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부, 상관관계를 보인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양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변비 정도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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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bles Affecting the Degree of Constipation (N=94)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7.99 2.66 3.01 .003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constipation_yes (ref_no) 2.87 0.82 3.51 ＜.001

Constipation relaxation method_have (ref_none) -0.14 0.67 -0.20 .839

Stress due to constipation 0.26 0.11 2.30 .024

Nutritional status -0.28 0.12 -2.42 .018

R2=.36, Adj. R2=.33, F=12.51, p＜.001

SE=Standard error; ref=reference; Adj.=Adjusted.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주관적 변비 인지 여부와 변비완화 

방법 사용 여부는 각각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더미 변수 

각각 2개를 생성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 전 독립변

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 검증을 위해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

포성, 다중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ence)가 .88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3~1.48로 10 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었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 검정결과는 1.81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F=12.51, 

p<.001). 

대상자의 변비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변비 인지 여부(β=2.87, p<.001)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영양상태(β=-0.28, p=.018)와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β=0.26, 

p=.0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이 모형의 설명력은 33.1%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인 변비의 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변비인지와 변비로 인한 스트레

스 및 영양상태를 확인하였고, 추후 변비로 인한 심각한 건강

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년기 변비 중

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 중 26.6%는 주관적으로 변

비가 있다고 인지하였고, 변비사정척도(Constipation Assess-

ment Scale, CAS)로 측정 결과 38.3%가 변비로 조사되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18]의 연구에서는 44.0%의 노인

이 주관적으로 변비가 있다고 인지하였고, CAS 측정 결과 

55.0%가 변비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상이하다. 이는 Kim 

[18]의 연구대상자는 병원에 입원한 노인인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노인

이 대상이었기에 신체 활동량의 차이가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5세에서 93세 사이의 미국 노인

의 23.0%, 국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30.3%에서 스스로 

변비가 있다고 인지하였다고 보고한 Kim 등[7]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관적으로 변비가 있다고 인지한다

는 것은 기능성 변비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변비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27]. 본 연구에서는 주

관적으로 변비를 인지하는 노인 중 76.0%가 변비로 진단된 반

면, 변비를 인지하지 못한 노인 중에도 24.6%가 변비로 진단

되어 Kim [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변비라는 

질환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5,9,10]으로 노화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

는 노인의 경우는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변비임을 인지하지 못한 노인에게 변비가 진단된다는 것은 심

각한 문제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변비 정도는 16점 만점 중 평균 3.48점

으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었고, 변비 양상은 흔히 변비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배변 보는 횟수의 감소보다는 가스 배출의 

증가나 복부 팽만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비

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중심으로 우선 

접근하여야 하므로[1], 본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이 실제 호소

하는 변비 양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증상을 정확히 사정하

여 변비의 심각성을 파악하면서 그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적

절한 중재를 선택해야 한다. 가령, 복부팽만을 변비 양상으로 

인지하는 노인에게 변비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인 섬유소 섭취를 권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게 

될 수 있다[1,2,9,10]. 본 연구에서 노인의 변비 정도는 주관적

으로 변비가 있다고 인지하거나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하는 노

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변비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변비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1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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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정도를 인지함에 따라 나름대로 완화를 위한 방법을 찾

아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노인은 변비로 인한 불

편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변

비완화제를 복용하는데[8], 자칫 잘못 복용하면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6, 

9,10]. 따라서 노인에게 노화로 인해 저하된 자신의 신체 기능

을 이해시키고 안전한 변비완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

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10점 만점 중 

평균 3.11점으로 조사되어 변비와 관련된 불편함[1,15]과 같

은 부정적 정서는 노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주관적으로 변비를 

인지하거나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

인보다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18]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노인의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중재를 적용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

인을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영양상태는 28점 만점 중 21.51점

으로 전반적인 영양불량 위험군을 나타내어 노인 위암 환자의 

입원 시 영양상태를 연구한 Lee [21]의 20.86점(30점 만점), 영

양불량 위험군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질환의 

종류나 유무를 막론하고 노년기 영양상태는 개선을 필요로 하

는 주요한 관심 주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은 질병으

로의 이환율이 높은 편이고, 질병으로의 이환은 노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은 영양

상태 개선에 의해 예방되거나 질환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28,29]. 본 연구에서도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의 영

양상태는 영양불량 위험군(20.61점), 사용하지 않는 노인의 영

양상태는 정상군(22.21점)으로 확인되었다.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하는 노인을 변비라는 질환으로 이환된 것으로 생각한다

면, 변비는 노인의 영양상태를 변화시키는 관련요인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년기 건강의 적신호를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영양교육이 대부분 

변비에 좋은 음식 및 식습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치

중하고 있다[1,9,10]. 추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변비

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영양상태나 변화된 영양상태를 회복

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된 영양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변비완화 방법의 종류에 따라 영양상태가 어떻

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여 안정된 변비완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변비 정도는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영양상태가 나쁠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변비가 있는 집단이 정상인 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Park 등[17], Kim [1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노인은 변비의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뿐만 아니라 변비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 자가 관리

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요인[9,15]

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등에 변비로 인한 스

트레스를 추가로 다루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비는 흔한 소화기 질환으로 불충

분한 식이섬유, 수분, 결식 등의 식습관은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1,3], 노화로 인해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

위험 상태인 노인에게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양관리에 힘쓰는 것[8,11]은 변비 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

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변비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변비임을 인지하

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그 다음 순으로 영양상태와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시설 입소 노인에 비해 자

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하며 생활하게 된다. 변비라

는 질환이 발생 즉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아 노인이 자신이 변

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따라서 노인 스스

로 자신이 변비임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 제공해야 하

고, 단순히 지식만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노인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노인 변비의 관리에 있어 영양 공급은 변비라는 질환에만 집

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중재해야 할 것

이다. 더불어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노인의 

변비 정도를 완화시킴은 물론 악화를 방지하여 심각한 합병증

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변비 정도를 대상

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지역사회 경로당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에서 시행한 연구로 영양상태 평가에서 신체계측 중 팔 둘레 

및 장딴지둘레 계측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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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 변비의 연구가 대부

분 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시행되었다면 지역사회 

거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변비 정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변비로 유발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

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노인 스스로 변비를 사정하

여 건강문제로서 인지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 및 변비

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노년기에 호발되는 변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

는 질환의 하나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노인의 변비를 중재하는 데 있어 노

인이 스스로 자신의 변비와 관련된 증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상태 유지 및 변

비라는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관

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일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편의 표집하여 진행되

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이에 연구대상을 확대

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변비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변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영양상태를 

재평가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노인 변비 

대상자를 위한 실제적인 중재 개발 및 그 적용 효과를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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