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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2005년도 4월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아르빌에 갔었습니다.그곳에서 전
쟁의 상흔이 남아 있고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현지인들을 치료해주고 마음
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평화․재건 사업의 주역이 되어 한낮 50도가 넘는
더위를 이기며 6개월가량을 생활했었습니다.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턴
쉽 교육을 했고 그곳의 의료 환경을 보며 막연히 “이상하다”“우리하곤 많
이 다르네”라고 느꼈고 하나,둘 배워가며 현지 간호사 실무교육,화상센터
개원 후 화상환자 간호에 관한 교육도 하였습니다.아무것도 모르고 정보
도 없이 시작한 사업들이었죠.그곳을 떠나올 때쯤 “아하 이제 아주 조금
은 알겠다.하지만 더 알고 싶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라크 현지에서
인터넷 한 페이지 열리는데 5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감내하며 연
세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그곳에서 지휘
관 추천서를 받고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이렇게 시작된 대
학원 생활이 벌써 졸업입니다.

제게 대학원 생활은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
다른 꿈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또한 군 생활이 전부 인줄 알았던
제게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감사의 글을 쓰려고 하니 갑자기 가슴 벅찬 뿌듯함
이 밀려오며 두 눈이 따뜻해집니다.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딸로



며느리로 현역 여군으로 이 모든 것을 병행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그래서인지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오희철 교수님
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자주 뵙지 못하고 심사일에만 뵙고 논문
은 이메일로 드렸는데도 이해해 주시고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
신 이상욱 교수님과 홍재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민사작전 활동사진까지 첨부해서 추

천서를 멋지게 적어주시고 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의무대장님이셨던 이면호 대령님 감사합니다.연구를 진행하며 바쁜 일과
중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렬 소령님,정순백 소령님,김세정 대위님,
김근희 대위님,강수영 대위님,통계처리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김윤남 선생
님,항상 마음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군서울지구병원 간호부장님 권명
옥 중령님,김경 소령님,원경찬 대위님,김민정님,여러 선후배 간호장교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라크 파병이후 지금까지 두 공주님을 너무도 예쁘고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엄마,아빠 고맙습니다.3산 가족으로 지내며 늘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응원해주며 욕심 많은 아내를 지지해준 고마운 남편.김형욱 님.엄마
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도 엄마는 공부하는 거 좋아
해하며 어른스럽게 이해해주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후 혼자서도
숙제며 준비물이며 잘 챙기는 똘똘이 정원이,어느 날부턴가 영어 단어를
하나 둘씩 말하기 시작하는 샘 많은 나영이.고맙고 사랑해요.



대학원 입학부터 졸업까지 늘 같이해온 부족한 저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끝까지 잘 챙겨준 새댁에서 예쁜 공주님 엄마가 된 이은진님,늘 붙어 다
니며 밥도 제일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한 동생이지만 든든했던 순수한 김
은애님,우리중 제일 똑똑해요 조기 졸업한 똑순이 새댁 김민경님,중간에
우리 배에 합류한 믿음직스런 김양희님 모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이
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꿈을 선물 받았습니다.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6
김 미 희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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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군내 제반 환경의 열악함과 개인위생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낯선 환경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핵에 관하여 군내 치핵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실시한 환자-대조군 연구이다.환자군은 군내 후방병원 2곳,군단지
원병원 1곳에서 “치핵”진단받고 입원중인 환자로 군에 와서 치핵이 생겼
거나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경우를 택하였으며 2008년 3월 19일부터 2008
년 4월 18일까지 입원중인 환자 89명이며,대조군은 2008년 3월 20일 현재
경기권 00사단과 **사단에 소속된 치핵 병력이 없는 병사 341명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개인건강관련 특성,군 입대 전 /직후(입대일～100
일)의 위생,배변,식습관 관련특성이 치핵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X2검정을 하였으며,치핵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군과 대조군 비교에서 연령,학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개인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군와 대조군의 비교에서 가족력,피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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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입대 전 위생,배변,식습관 관련 특성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교에
서 좌욕빈도,치핵 과거력,항문 출혈,만성변비,배변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위생,배변,식습관 관련 특성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교에서 샤워/목욕 빈도,좌욕 빈도,만성변비,배변횟수,배
변시간,기상 후 수분섭취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치핵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이 25세이상인 병사가 25세미만인 병
사에 비해 비차비는 3.45,피로를 자주 느끼는 병사가 피로를 거의 느끼
지 않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0.26배이었다.

군 입대 전 좌욕을 하지 않는 병사가 좌욕을 하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
는 5.73,군 입대 전 항문 출혈이 있는 병사가 없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2.83,군 입대 전 1일 1회미만 배변하는 병사가 1일 1회이상 배변하는 병사
에 비해 비차비는 0.39,군 입대 전 배변소요시간이 10분이상인 병사가 10
분미만 소요되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0.41이었다.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샤워/목욕을 자주하는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에 비해 비차비가 7.33,군 입대 직후 배변소요시간이 10분이상인 병사
가 10분미만 소요되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10.06이었다.



- vi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병사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병사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샤워시설 확충하며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여 배변 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
고 병사 개개인이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치핵의
발생 및 재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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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여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고,또한 의료분야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어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추세이며의식의변화로양적인삶보다는질적인삶을선호하는시대가왔
다(황영선,2002).이러한 우리 사회 변화추세에 맞게 군 병영생활 혁신으로 장
병들의의식주를포함병영생활전반에대한대대적인변화가진행되면서병사
들이군 복무하는동안대학의학점취득을위한공부를할수있는가하면각종
자격증취득을위한지원등지적인부분의욕구충족을위한장병들의자기계발
을적극지원하며부대내운동시설확충,각종보건교육제공,건강관련상담제
공,병원 외진 체계 간소화,전역 전 신검 등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도 활
발히이루어지고있다.또한내무반,목욕탕,화장실등생활공간개선과군특성
상 동일한 메뉴로 단체 급식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 주기적인 신세대 장병
의메뉴선호도조사를통해신메뉴를추가보급하며동시에5대영양이잘조화
된식이로제공하고있다.이러한병영생활의변화도우리사회의경제성장과더
불어질적인삶을추구하게되는것과다르지않을것이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식생활 및 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역학적,임상적

특성이 서구의 양상에 근접해 가고 있음에 따라,질병 양상이 크게 변화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최은창,1999).1990년대 급성 충수염,정신분열증,위장염,폐
렴,만성간질환,간경변등에서치핵,폐렴,백내장,설사및위장염,급성충수염
으로입원순위가바뀌었으며특히치핵은 치료전문병원의 개설등으로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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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배가량증가하여1990년대에는입원순위16위에서현재는1위로가장많이
입원하는질병으로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6).
군에서 전체 입원 환자 중 치핵으로 입원한 환자는 1997년 3.7%에서

1999년 4.3%,2004년 4.4%,2006년 4.3%1)정도이며 군 병원 입원순위가 기
타 추간판 장애,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치핵,급성
충수염,하지 골절로 입원 다빈도 질환 상위 3위를 차지한다(국군의무사령
부,2006).
변비와 설사(Knapik등,1992;Bockus,1985;Thompson,1985;Covinton,

1984),장시간 서 있거나 배변습관이 불규칙적이고 배변 시 불편한 상황일 경우
치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황영선,2002;박재갑,2000;서문자외,2000)
치핵이 발생하는 데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각 개인의 배변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김정룡,2000)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
라고 하였다(이정권,2006;서문자외,2000).
선행연구에서 치핵은 불규칙한 배변습관,잘못된 식습관,위생이 불량한

경우,서서 일하는 사람에서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였다.따라서 군 입대 후
병사의 경우 신병 교육훈련 기간 동안은 낯선 환경에서 단체가 함께 움직
여야 되는 잘 짜여진 일과 속에서 생활하게 되며 긴장감도 증가되고 개인
적인 시간을 할애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생 문제나 변의에 따라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이로 인해 치핵의 발병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보며 결국 이는 군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것임
이 분명하다.

1)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현역병 건강보험 시행에 따라 군병원의 입원 및 수술 등의
진료에는 변동이 적으나 입원 형태(예,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재입원 등)및 질환별 수
술건수에는 전년도 대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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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군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특성과
군 장병들의 건강 실태조사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정 질환에 대
한 위험요인을 알아내려는 연구는 홍윤정(2000)이 연구한 군 장병들의 치
핵에 관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점차 증가하는 군내 치핵 환자의 항문 위
생관리를 적절히 제공한다면 치핵의 재발 및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군 입대 전과 직후(입대일~100일)의 위생,배변,식습관 특

성과 관련한 치핵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군 병사들에게 발생하는 항문 질환인 치핵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다.이를 달성하
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치핵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둘째,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전 위생관련 특성,배변관련 특성,식습관
관련 특성과 치핵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위생관련 특성,배변
관련 특성,식습관 관련 특성과 치핵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연구대상자의 군 입대 전과 직후(입대일~100일)의 위생,배변,식
습관 특성과 관련한 치핵의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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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가가가...변변변비비비
변비는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정상 배변습관의 범위

가 넓기 때문에 변비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대부분의 사람들은 1주
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배변을 하는데 변비란 1주에 3회미만으로 배변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나나나...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군 입대 후 100일까지의 기간으로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 후 적응

의 단계로 이 시기 훈련소 훈련이 종료되며 자대에 배치 받아 군내
life-cycle이 적응되는 단계로 입대 전과 군 생활시작의 전환점으로 본다.

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항문은 소화기 최고 말단에 위치하여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고도로 발달
된 세밀하고 중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윤창식외,1981)위장관 전체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항문질환 특히 치핵은 외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것 중의 하나이며 항문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문의 각종 질환은 외과 내에서도 독특한 세부분야
로서 자리를 잡았다(김정룡,2000;최병진,2000).
치핵은 일반적으로 치질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치질은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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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질환을 총칭하는 말로써 치핵,치루,치열 등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올바른
용어는 치핵이다(양윤준,2006;김정룡,2000).치핵,즉 hemorrhoids의 어원
을 살펴보면 희랍어로 haema는 피를 rhoos는 흐름을 뜻해 피가 흐른다는 의미
로해석될수있는데아마도히포크라테스가항문의정맥에서피가흐르는것을
보고붙인것으로보고있다(이길연,2003).
원래 치핵조직은 배변 시 항문괄약근을 보호하고,평상시에는 항문이

완전히 닫힐 수 있도록 해주는 혈관 및 결체조직으로 이루어진 완충 역할
을 해주는 조직이다.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핵조직이 커
지고 부어오르게 되고,반복적으로 배변 시 힘을 쓰게 되면 악화되어 항문
밖으로 밀려 나와 병적인 상태의 치핵이 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치핵이
라 함은 병적이 상태가 된 치핵조직을 의미한다(김정룡,2000;마상복,
1992).결국 치핵이란 직장하부 및 항문의 정맥총에 울혈이 일어나서 생기
는 정맥류의 병변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권,2006;양현규,2000;최병진,
2000;씨그마학회,1997).
치핵은 항문 입구에서 약 1.5cm 안쪽으로 톱니 모양의 치상선을 경계

로 치상선 위에서 발생한 내치핵,치상선 아래에서 발생한 외치핵,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된 복합성 치핵 등으로 구분된다(김정룡,2000;박철
재,1997;마상복,1992).
18세기 모르가니라는 의사는 치질은 동물에게서는 발생하지 않고 직립하는

인간에게만 생긴다고 하였다.유독 서서 걷고 장기간 앉아 있으며 두발로 걷는
인간에게만 치질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네 발 동물에 비해 심장이 항문보다 높
게 위치하므로 항문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혈액의 흐름이 순조롭게 되
지 않아 항문 치정맥총에 혈액이 쉽게 울체되기 때문이며 또한 다리 정맥에서



- 6 -

역류 방지 역할을 하는 정맥판이 항문의 정맥에는 없기 때문이다(이길연,2003;
박영엽,2002).
치핵의 발생기전은 배변시 긴장 등에 의한 점막 탈출 이라고 하며(이정

권,2006;김정룡,2000)원인적 요인들은 간경화증(livercirrohosis),간문맥
혈전(portalthrombosis),복부 종양(intraabdominalmass),임신 등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약한 정맥,정맥 판막의 결손,
항문 괄약근의 결손,항문 강 내에 부적절한 내압 상승을 초래하는 변비,
설사,오랜 직립자세,개인의 불규칙적인 배변습관,항문의 염증 등이 제안
되고 있다.이외에도 섬유질,수분 섭취 감소,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 등
잘못된 식습관,과다한 흡연 및 음주,호르몬,감염,운동,혈관 정지,몸의
자세,항문 기형 등이 원인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이길연,2003;김정
룡,2000;박재갑 2000;서문자외,2000;박철재,1997;이상선외,1994;이상
선외,1993;마상복,1992;Knapik등,1992;김진복외,1987;Bockus,1985;
Thompson,1985;Covinton,1984).
이상선(1994)의 연구에선 치핵은 식사의 규칙성과 상관성을 보였고 변

비가 있을 경우 치질의 추정 상대위험비가 높다고 하였다.
남성과 여성,어느 연령층에서도 생길 수 있으나 남성이 더 많고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20-50대 사이의 대상자에게 발병
률이 높다(양윤준,2006;이정권,2006;이길연,2003;서문자외,2000;마상
복,1992).서양에서는 전 국민의 5%이상이 치핵을 가지고 있고 50세 이상에서
는 50%가 치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Goligher,1984).국내에서는 30세
에서 50세 사이의 연령층 중 50%이상이 치핵을 앓고 있으며 50세 이상은 다소
감소한다고 하였고(주영화,1998)수술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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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2006).
치핵은 천천히 발생되며 천천히 항문에 치핵이 커지기 시작하여 증세를

일으키며 기간은 수개월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이종균외 23인,
2003).
이러한 치핵은 대개 치명적인 경우는 없지만 심한 불편감을 초래하여 생리

적으로는 배변기능장애,빈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열,항
문주위 농양및치루,항문 소양증 등의항문질환과관련이있기때문에주의해
야하는질환이다(이길연,2003).또한짧고좁은범위이지만주위조직이나근접
장기와밀접한관계가있음에도흔히간과하기쉽고치료에소홀함이많아병을
진전시켜치료의곤란이나재발을야기하고나아가서는항문부협착,배변실금,
배변조절기능의상실,악성화등을초래하는수가많다(박재갑,2000).
대부분이심한임상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수가많아흔히치료의소홀로시

기를놓치고다시돌이킬수없는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많다(윤창식,1981).
그러나발생과정상항문강내의기질적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일단발생하

면 자연 소실되는 경우는 없으나 발생원인을 예방하게 되면 진행을 막을 수 있
다(박재갑,2000;Knapik등,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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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에서 환자군은 군내 후방병원 2곳,군단지원병원 1곳에서 “치

핵”진단받고 입원중인 환자로 군에 와서 치핵이 생겼거나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경우를 택하였으며 2008년 3월 19일부터 2008년 4월 18일까지 입원
중인 환자 100명이며,대조군은 2008년 3월 20일 현재 경기권 00사단과 **
사단에 소속된 치핵 병력이 없는 병사 36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은 1:4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높였다.환자군과 대

조군을 합친 전체 464명중 응답내용이 부정확한 설문지는 제외한 환자군
89명,대조군 341명을 포함하여 총 43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환자군의 경우 대상 군병

원 병동 선임간호장교,대조군의 경우는 경기권 사단 의무대장에게 연구목
적 및 조사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우편 발송된 자기 기입식 조사표를 배
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홍윤정(2000)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군 입대 직후 내용
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군단지원병
원과 후방병원에 “치핵”진단받고 입원중인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한 후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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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총 3면으로 일반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사항
13문항,군 입대 전 위생,배변,식습관에 대한 사항 등 총 14문항,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위생,배변,식습관에 대한 사항 등 총 9문항이었다.

333...연연연구구구에에에 사사사용용용한한한 변변변수수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치핵으로 현재 군병원에 입원하였는지 여부,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개인건강관련 변수,군 입대 전 /직후
(입대일~100일)의 위생,배변,식습관 관련 사항에 관련된 변수 등을 사용
하였다.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군 입대일,전체 군 복부 기간,학력,
계급,주특기,거주지역이다.계급은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하였고,전
체 군 복무 기간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미만으로 구분하였으며
주특기는 근무부대의 특성과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행정분야와 전투분야로
나누었다.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졸이하,전문대졸/대학재학,
대졸,대졸이상으로,성장지역은 본인이 가장 오래 거주하였던 지역의 행정
구역 특성을 기준으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하였다.개인건강
관련 특성은 땀나는 정도,비만도,가족력,피로,흡연여부,음주량,음주빈
도 이다.땀나는 정도는 본인 스스로 몸에 어느 정도 땀이 난다고 생각하
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비만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키와
대비한 체중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족력은 직계 가족 중 누가
항문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피로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흡연은 하루 동
안 흡연하는 량을 기준은 “지금까지 흡연을 한 적이 없다”,“과거에 피웠
으나 지금은 안 피운다”,“하루에 1-10개비 정도 피운다”,“하루에 1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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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도 피운다”,“하루에 한갑 이상 피운다”로 나누었다.음주량은 1회 소
주 섭취량을 기준으로 “금주”,“소주 반병/회이하”,“소주 1병/회미만”,
“소주 1병/회이상”,“소주 2병/회이상”을 나누었으며 음주 빈도(소주)는
“없다”,“월 1회”,“월 2-3회”,“주 1회”,“주 2-3회”,“주 4-6회”,“매일 1회
이상”으로 나누었다.

군 입대 전 위생관련 특성은 샤워/목욕빈도,좌욕빈도,평소 팬티 교체
빈도이다.샤워/목욕 빈도는 “1주 4회이상”,“1주 4회미만”,“1주 2회미
만”,“2주 1회미만”로 나누었다.좌욕빈도는 “1주 4회이상”,“1주 4회미만”,
“1주 1회미만”,“2주 1회미만”로 나누었고 좌욕은 5분이상 따뜻한 물로 항
문을 씻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팬티교체빈도는 “1주 4회이상”,“1주 4회
미만”,“1주 1회미만”,“2주 1회미만”로 나누었다.
군 입대 전 배변관련 특성은 치핵 과거력,항문 출혈정도,만성변비,배

변횟수,배변소요시간,변의에 반응여부,변의에 반응시간 등이다.항문 출
혈은 배변 후 선홍색의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변의에
반응여부는 변의가 느껴진 후 화장실에 바로 가는지를 “그렇다”,“아니다”
로 구분하였고 “아니다”즉 변의를 느낀 후 화장실에 바로 가지 못할 때
변의를 느낀 후 화장실까지 가게 되는 변의에 반응 시간으로 “30분미만”,
“30분-1시간미만”,“1시간-2시간미만”,“2시간이상”으로 나누었다.
군 입대 전 식습관 특성은 하루 총 수분섭취량,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

식사형태이다.식사형태는 식사시간이 일정한지를 기준으로 “규칙적”,“불
규칙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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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위생관련 특성은 샤워/목욕빈도,좌욕빈도
이다.샤워/목욕 빈도는 “1주 4회이상”,“1주 4회미만”,“1주 2회미만”,“2
주 1회미만”로 나누었다.좌욕빈도는 “1주 4회이상”,“1주 4회미만”,“1주
1회미만”,“2주 1회미만”로 나누었고 좌욕은 5분이상 따뜻한 물로 항문을
씻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배변관련 특성은 만성변비,배변횟수,배변

소요시간,변의에 반응여부,변의에 반응시간 등이다.배변소요시간은 “5분
미만”,“5-10분미만”,“10-15분미만”,“15분이상”으로 나누었다.변의에 반
응여부는 변의가 느껴진 후 화장실에 바로 가는지를 “그렇다”,“아니다”로
구분하였고 “아니다”즉 변의를 느낀 후 화장실에 바로 가지 못할 때 변의
를 느낀 후 화장실까지 가게 되는 변의에 반응 시간으로 “30분미만”,“30
분-1시간미만”,“1시간-2시간미만”,“2시간이상”으로 나누었다.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식습관 특성은 하루 총 수분섭취량,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이다.식사형태는 규칙적으로 식사가 제공되므로 제외하
였다.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표 1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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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측정수준
변변변 수수수 세세세부부부내내내용용용 측측측정정정수수수준준준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 성성성

연령 만_____세
군군군 입입입대대대일일일 (((222000000______)))년년년 ((( )))월월월

군군군 복복복무무무 기기기간간간 총총총 ((( )))개개개월월월
학력 1)고졸 2)전문대졸/대학재학

3)대졸 4)대학원졸
계급 1)이병 2)일병

3)상병 4)병장
주특기 1)행정분야 2)전투분야
거주지역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

개개개인인인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특특특 성성성

땀나는 정도 1)거의 안남 2)보통
3)약간많이난다 4)상당히많이난다

비만도 1)마른 편 2)보통
3)약간 비만 4)비만

가족항문질환 1)없다 2)있다
피로 1)항상 느낌 2)자주 느낌

3)가끔 느낌 4)전혀느끼지않는다

흡연여부 1)지금까지
피운적이없다

2)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안피운다

3)하루에1-10개비
정도피운다

4)하루에11-20개비
정도피운다

5)하루에한갑이상
피운다

음주량 1)금주 2)한번에
소주 반병이하

3)한번에
소주 1병미만

4)한번에
소주 1병 이상

5)한번에
소주 2병 이상

음주빈도(소주) 1)없다 2)월 1회 3)월 2-3회
4)주1회 5)주 2-3회
6)주 4-6회 7)매일 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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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위위위생생생관관관련련련특특특성성성

샤워/목욕빈도 ( )회/주
좌욕빈도 ( )회/주
평소팬티교체빈도 ( )회/주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특특특성성성

치핵과거력 1)없음 2)있음
“““치치치핵핵핵”””을을을 최최최초초초 진진진단단단 받받받은은은 시시시기기기???
(((222000000 )))년년년,,,((( )))월월월 ,,,입입입대대대 후후후 ((( )))개개개월월월경경경

항문 출혈정도 1)없음 2)가끔 있음
3)자주 있음 4)치핵없음

만성 변비 1)있음 2)없음
배변 횟수 1)하루1회이상 2)2-3일 1회

3)4-5일 1회 4)1주1회이하
배변소요시간 일반적인 소요시간 ( )분
변의 반응여부 1)그렇다 2)아니다
변의 반응시간 ( )시간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전전전
식식식습습습관관관 특특특성성성

하루수분섭취량 1)8컵 이상 2)7-6컵 3)5-4컵
(1컵=200cc) 4)3-2컵 5)거의먹지않는다
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 1)예 2)아니오
식사 형태 1)규칙적 2)불규칙적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위위위생생생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샤워/목욕빈도 ( )회/주
좌욕빈도 ( )회/주

군군군 입입입대대대직직직후후후
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만성 변비 1)있음 2)없음
배변 횟수 1)하루1회이상 2)2-3일1회

3)4-5일1회 4)1주1회이하
배변소요시간 일반적인 소요시간 ( )분
변의 반응여부 1)그렇다 2)아니다
변의반응시간 ( )시간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식식식습습습관관관특특특성성성

하루수분섭취량 1)8컵 이상 2)7-6컵 3)5-4컵
(1컵=200cc) 4)3-2컵 5)거의먹지않는다
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 1)예 2)아니오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치핵여부 1)환자군(+) 2)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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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는 군 병사들에게 발생하는 항문질환 치핵의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핵 예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개인건강관련 특성과 군 입대 전 / 직후(입대

일~100일)의 위생,배변,식습관 관련 특성을 X2점정을 실시하였으며,치
핵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고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개
인건강관련 특성,군 입대 전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의 위생,배변,
식습관 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및 분석의 틀은 그림1과 같다.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위위위생생생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군군군 입입입대대대직직직후후후 위위위생생생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샤워/목욕 빈도,

좌욕빈도,팬티교체 빈도, 샤워/목욕 빈도,좌욕횟수연령,학력,계급,
주특기,거주지역,
군 입대일

(총 군복무 기간)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군군군 입입입대대대직직직후후후 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치핵과거력,항문출혈정도,

변비,배변횟수,
배변소요시간,
변의에 반응여부,
변의에 반응시간

변비,배변횟수,
배변소요시간,
변의에 반응여부,
변의에 반응시간

개개개인인인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땀나는 정도,비만도,
가족 항문질환,
피로,흡연여부,
음주량,음주주기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식식식습습습관관관 특특특성성성 군군군 입입입대대대직직직후후후 식식식습습습관관관 특특특성성성
하루수분섭취량,식사형태
기상 후 수분 섭취여부

하루수분섭취량,
기상 후 수분 섭취여부

XXX222검검검정정정
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치치치핵핵핵 발발발생생생으으으로로로 군군군병병병원원원 입입입원원원 여여여부부부

그림 1.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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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치치치핵핵핵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교하여 살

펴보면 계급구조는 환자군이 이병 20명(22.5%),일병 23명(25.8%),상병 23
명(25.8%),병장 23명(25.8%)이며 대조군은 이병 95명(27.9%),일병 81명
(23.8%),상병 99명(29.0%),병장 66명(19.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연령은 환자군이 만 21세미만 30명(33.7%),만 22-24세 44명
(49.4%),만 25세이상 15명(16.9%)이고 대조군은 만 21세미만 134명(36.3%),
만 22-24세 193명(56.6%),만 25세이상 14명(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총 군 복무기간은 환자군이 6개월미만 20명(22.5%),
12개월미만 19명(21.3%),18개월미만 21명(23.6%),24개월미만 29명(32.6%)
이며 대조군은 6개월미만 93명(27.3%),12개월미만 84명(24.6%),18개월미만
74명(21.7%),24개월미만 90명(26.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학력은 환자군이 고졸 24명(27.0%),전문대졸/대학 재학 61명(68.5%),
대졸 4명(4.5%)이며 대조군이 고졸 49명(14.40%),전문대졸/대학 재학 282
명(82.7%),대졸 10명(2.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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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환자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계 급 이 병 20(22.5) 95(27.9) 2.58 0.461
일 병 23(25.8) 81(23.8)
상 병 23(25.8) 99(29)
병 장 23(25.8) 66(19.4)

연 령 만 21세미만 30(33.7) 134(39.3) 18.24 0.0001
만 22-24세 44(49.4) 193(56.6)
만 25세이상 15(16.9) 14(4.1)

총 군 복무 기간 6개월미만 20(22.5) 93(27.3) 2.03 0.566
12개월미만 19(21.3) 84(24.6)
18개월미만 21(23.6) 74(21.7)
24개월미만 29(32.6) 90(26.4)

주특기 행정분야 22(24.7) 120(35.2) 3.04 0.081
전투분야 67(75.3) 221(64.8)

학 력 고졸이하 24(27.0) 49(14.4) 8.90 0.012
전문대졸/대재 61(68.5) 282(82.7)
대졸이상 4(4.5) 10(2.9)

성장지역 대도시 38(42.71) 170(49.9) 1.52 0.467
중 ․ 소도시 42(47.2) 138(40.5)
농 ․ 어촌 9(10.1) 33(9.7)

계 89(100.0) 3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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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개개개인인인 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개인 건강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교하여 살

펴보면 가족력은 환자군이 “있다”23명(25.8%),“없다”66명(74.2%)이며 대
조군이 “있다”50명(14.7%),“없다”291명(8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피로감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군은 “항상 느낀다”4명(4.5%),“자주 느낀다”17명
(19.1%),“가끔 느낀다”64명(71.9%),“전혀 없다”4명(4.5%)이며 대조군은
“항상 느낀다”15명(4.4%),“자주 느낀다”119명(34.9%),“가끔 느낀다”180
명(52.8%),“전혀 없다”27명(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흡연은 하루 동안 흡연하는 량으로 환자군이 “지금까지 피운적
없다”22명(24.7%),“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안 피운다”11명(12.4%),“하
루에 1-10개피 정도 피운다”27명(30.3%),“하루에 11개피 이상 피운다”29
명(32.6%)이며 대조군은 “지금까지 피운적 없다”112명(32.8%),“과거에 피
웠으나 지금은 안 피운다”48명(14.1%),“하루에 1-10개피 정도 피운다”96
명(28.2%),“하루에 11개피 이상 피운다”85명(2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음주량은 “금주”10명(11.2%),“한번에 소주 반병이하”
9명(10.1%),“한번에 소주 1병미만”23명(25.8%).“한번에 소주 1병이상”29
명(32.6%),“한번에 소주 2병이상”18명(20.2%)이며 대조군은 “금주”34명
(10.0%),“한번에 소주 반병이하”47명(13.8%),“한번에 소주 1병미만”79명
(23.2.8%).“한번에 소주 1병이상”115명(33.7%),“한번에 소주 2병이상”66
명(19.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음주(소주)빈도는 환자
군이 “월 1회이하”24명(27.0%),“주 1회이하”47명(52.8%),“주 2-3회이상”
18명(20.2%)이며 대조군은 “월 1회이하”118명(34.6%),“주 1회이하”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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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주 2-3회이상”86명(2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3).
표 3.환자군과 대조군의 건강행태 등 일부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몸에땀나는정도 거의 안 난다 3(3.4) 28(8.2) 4.53 0.209
보통 53(59.6)168(49.3)
약간 난다 28(31.5)117(34.3)
상당히 많이 난다 5(5.6) 28(8.2)

비만정도 마른편 14(15.7) 52(15.2) 1.47 0.690
보통이다 57(64.0)229(67.2)
약간 비만 12(13.5) 32(9.4)
비만 6(6.7) 28(8.2)

가족력 있다 23(25.8) 50(14.7) 5.49 0.019
없다 66(74.2)291(85.3)

피로 항상 느낀다 4(4.5) 15(4.4) 11.27 0.010
자주 느낀다 17(19.1)119(34.9)
가끔 느낀다 64(71.9)180(52.8)
전혀 느끼지 않는다 4(4.5) 27(7.9)

흡연여부 지금까지 피운 적이 없다 22(24.7)112(32.8) 3.33 0.344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 11(12.4) 48(14.1)
하루에1-10개피정도피운다 27(30.3) 96(28.2)
하루에11개피이상피운다 29(32.6) 85(24.9)

음주량 금주 10(11.2) 34(10) 1.11 0.893
한번에 소주 반병이하 9(10.1) 47(13.8)
한번에 소주 1병이하 23(25.8) 79(23.2)
한번에 소주 1병이상 29(32.6)115(33.7)
한번에 소주 2병이상 18(20.2) 66(19.4)

음주빈도(소주) 월 1회이하 24(27.0)118(34.6) 4.61 0.100
주 1회이하 47(52.8)137(40.2)
주 2-3회이상 18(20.2) 86(25.2)

계 89(100.0)3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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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위위위생생생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식식식습습습관관관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치치치핵핵핵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전전전 개개개인인인위위위생생생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전 개인위생 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샤워/목욕 빈도는 환자군이 “1주 4회이상” 78명
(87.6%),“1주 4회미만”8명(9.0%),“1주 2회미만”3명(3.4%)이며 대조군은
“1주 4회이상”277명(81.2%),“1주 4회미만”52명(15.2%),“1주 2회미만”12
명(3.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분이상 따뜻한 물로 항문
을 씻는 것으로 정의한 좌욕의 빈도는 환자군이 “1주 4회이상”2명(2.2%),
“1주 4회미만”5명(5.6%),“2주 1회미만”82명(92.1%)이며 대조군은 “1주 4
회이상” 45명(13.2%),“1주 4회미만” 99명(29.0%),“2주 1회미만” 197명
(57.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팬티 교체빈도는
환자군이 “1주 4회이상”77명(86.5%),“1주 4회미만”12명(13.5%),이며 대
조군은 “1주 4회이상”279명(81.8%),“1주 4회미만”60명(17.6%),“1주 1회
미만”1명(0.3%),“2주 1회미만”1명(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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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환자군과 대조군의 군 입대 전 개인위생 관련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샤워/목욕빈도 1주 4회이상 78(87.6) 277(81.2) 2.34 0.311
1주 4회미만 8(9.0) 52(15.2)
1주 2회미만 3(3.4) 12(3.5)

좌욕빈도 1일 4회이상 2(2.2) 45(13.2) 36.58 <.0001
1주 4회미만 4(5.6) 99(29.0)
1주 1회미만 0(0) 0(0)
2주 1회미만 82(92.1) 197(57.8)

팬티교체 1주 4회이상 77(86.5) 279(81.8) 1.42* 0.640
1주 4회미만 12(13.5) 60(17.6)
1주 1회미만 0(0) 1(0.3)
2주 1회미만 0(0) 1(0.3)

계 89(100.0) 341(100.0)

*:Fisher'sexac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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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전전전 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전 배변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교

하여 살펴보면 치핵 과거력은 환자군이 “있다”6명(6.7%),“없다”83명
(93.3%)이며 대조군의 경우 치핵 과거력이 없는 병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없다”341명(1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최초 치
핵 진단시기는 환자군의 경우 “6개월미만”30명(33.7%),“12개월미만”26명
(29.3%),“18개월미만”18명(20.2%),“18개월이상”15명(16.9%)였다.항문출
혈은 환자군이 “없다”51명(57.3%),“가끔 있다”27명(30.3%),“자주 있다”
11명(12.4%)이며 대조군은 “없다”259명(76.0%),“가끔 있다”71명(20.8%),
“자주 있다”11명(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만성
변비는 환자군이 “있다” 16명(18.0%),“없다” 73명(82.0%)이며 대조군이
“있다”25명(7.3%),“없다”316명(9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1).배변횟수는 환자군이 “하루 1회이상”64명(71.9%),“2-3일에 1
회이하”25명(28.1%)이며 대조군이 “하루 1회이상”193명(56.6%),“2-3일에
1회이하”148명(4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배변
소요시간은 환자군이 “5분미만” 8명(9.0%), “5-10분미만” 33명(37.1%),
“10-15분미만”30명(33.7%),“15분이상”18명(20.2%)이며 대조군은 “5분미
만”52명(15.2%),“5-10분미만” 148명(43.4%),“10-15분미만” 89명(26.1%),
“15분이상”52명(1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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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환자군과 대조군의 군 입대 전 배변관련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치핵 과거력 있다 6(6.7) 0 23.31* <.0001
없다 83(93.3) 341(100)

최초 진단시기 6개월미만 30(33.7)
12개월미만 26(29.2)
18개월미만 18(20.2)
18개월이상 15(16.9)

항문 출혈 없음 51(57.3) 259(76) 21.39 <.0001
가끔 있음 27(30.3) 71(20.8)
자주 있음 11(12.4) 11(3.2)

만성변비 있다 16(18.01) 25(7.3) 8.08 0.005
없다 73(82.0) 316(92.7)

배변횟수 1일 1회이상 64(71.9) 193(56.6) 6.26 0.012
2-3일에 1회이하 25(28.1) 148(43.4)

배변소요시간 5분미만 8(9.0) 52(15.2) 5.20 0.158
5-10분미만 33(37.1) 148(43.4)
10-15분미만 30(33.7) 89(26.1)
15분이상 18(20.2) 52(15.2)

변의에 반응여부 그렇다 75(84.3) 297(87.1) 0.27 0.602
아니다 14(15.7) 44(12.9)

계 89(100) 341(100)

변의에 반응시간 30분미만 8(57.1) 17(38.6) 1.62* 0.699
30분-1시간미만 3(21.4) 14(31.8)
1시간-2시간미만 1(7.1) 6(13.6)
2시간이상 2(14.3) 7(15.9)

계 14(100.0) 44(100.0)

*:Fisher'sexacttest



- 23 -

333)))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전전전 식식식습습습관관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전 식습관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

교하여 살펴보면 1일 수분섭취량은 환자군이 “4컵이상”72명(80.9%),“3컵
이하”17명(19.1%)이며 대조군이 “4컵이상”258명(75.7%),“3컵이하”83명
(2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는 환자군
이 “예” 63명(70.8%),“아니오” 26명(29.2%)이며 대조군은 “예” 236명
(69.2%),“아니오”105명(3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식사형태는
환자군이 “규칙적”26명(29.2%),“불규칙적”63명(70.8%)이며 대조군이 “규
칙적”106명(31.1%),“불규칙적”235명(6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표 6).

표 6.환자군과 대조군의 군 입대 전 식습관관련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1일 수분섭취량 4컵이상 72(80.9) 258(75.7) 0.81 0.368
3컵이하 17(19.1) 83(24.3)

기상후수분섭취여부 예 63(70.8) 236(69.2) 0.03 0.874
아니오 26(29.2) 105(30.8)

식사형태 규칙적 26(29.2) 106(31.1) 0.04 0.832
불규칙적 63(70.8) 235(68.9)

계 89(100.0) 3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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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입입입대대대일일일~~~111000000일일일)))위위위생생생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식식식습습습관관관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치치치핵핵핵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개개개인인인위위위생생생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직후 개인위생 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

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샤워/목욕 빈도는 환자군이 “1주 4회이상”45명
(50.6%),“1주 4회미만”31명(34.8%),“1주 2회미만”12명(13.5%),“2주 1회
미만”1명(1.1%)이며 대조군은 “1주 4회이상”284명(83.3%),“1주4회 미만”
46명(13.5%),“1주 2회미만”11명(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5분이상 따뜻한 물로 항문을 씻는 것으로 정의한 좌욕의 빈
도는 환자군이 “1주 4회미만”3명(3.4%),“2주 1회미만”86명(96.6%)이며
대조군은 “1주 4회이상”44명(12.9%),“1주 4회미만”60명(17.60%),“2주 1
회미만”237명(6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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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환자군과 대조군의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개인위생관련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샤워/목욕빈도 1주 4회이상 45(50.6) 284(83.3) 45.54* <.0001
1주 4회미만 31(34.8) 46(13.5)
1주 2회미만 12(13.5) 11(3.2)
2주 1회미만 1(1.1) 0(0.0)

좌욕빈도 1주 4회이상 0 44(12.9) 28.12 <.0001
1주 4회미만 3(3.4) 60(17.6)
1주 2회미만 0(0.0) 0(0.0)
2주 1회미만 86(96.6) 237(69.5)

계 89(100.0) 341(100.0)

*:Fisher'sexacttest

222)))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배배배변변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직후 배변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

교하여 살펴보면 만성변비는 환자군이 “있다”32명(36.0%),“없다”57명
(64.0%)이며 대조군이 “있다”62명(18.2%),“없다”279명(81.8%)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배변횟수는 환자군이 “하루 1회이상”24
명(27.0%),“2-3일에 1회”39명(43.8%),“4-5일에 1회 또는 그 이하”26명
(29.2%)이며 대조군이 “하루 1회이상”148명(43.4%),“2-3일에 1회”157명
(46.0%),“4-5일에 1회 또는 그 이하”36명(1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배변소요시간은 환자군이 “5분미만”4명(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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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미만”10명(11.2%),“10-15분미만”24명(27.0%),“15분이상”51명(57.3%)이
며 대조군은 “5분미만”50명(14.7%),“5-10분미만”136명(39.9%),“10-15분
미만”98명(28.7%),“15분이상”57명(16.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변의가 느껴진 후 화장실에 바로 가는지를 묻는 변의에 반
응여부는 환자군이 “그렇다”59명(66.3%),“아니다”30명(33.7%)이며 대조
군이 “그렇다”261명(76.5%),“아니다”80명(2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변의를 느낀 후 화장실에 바로 가지 못할 때 변의를 느낀
후 화장실까지 가게 되는 시간을 묻는 변의에 반응시간은 환자군이 “30분
미만” 7명(23.3%), “30분-1시간미만” 6명(20.0%), “1-2시간미만” 10명
(33.3%),“2시간 이상”7명(23.3%)이며 대조군은 “30분미만”13명(16.3%),
“30분-1시간미만”28명(35.5%),“1-2시간미만”22명(27.5%),“2시간이상”17
명(2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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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환자군과 대조군의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배변관련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만성변비 있다 32(36.0) 62(18.2) 12.03 0.001
없다 57(64.0) 279(81.8)

배변횟수 1일 1회이상 24(27.0) 148(43.4) 21.88 <.0001
2-3일에 1회이하 35(39.3) 157(46)
4-5일에 1회
또는 그 이하 26(29.2) 36(10.6)

배변소요시간 5분미만 4(4.5) 50(14.7) 69.24 <.0001
5-10분미만 10(11.2) 136(39.9)
10-15미만 24(27.0) 98(28.7)
15분이상 51(57.3) 57(16.7)

변의에 반응여부 그렇다 59(66.3) 261(76.5) 3.37 0.066
아니다 30(33.7) 80(23.5)

계 89(100.0) 341(100.0)

변의에 반응시간 30분미만 7(23.3) 13(16.3) 2.49 0.477
30분-1시간미만 6(20.2) 28(35.0)
1시간-2시간미만 10(33.3) 22(27.5)
2시간이상 7(23.3) 17(21.3)

계 48(100.0) 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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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환환환자자자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식식식습습습관관관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군 입대 직후 식습관관련 특성을 환자군과 대조군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1일 수분섭취량은 환자군이 “6컵이상”24명(27.0%),“5
컵이하”65명(73.0%)이며 대조군이 “6컵이상”101명(29.6%),“5컵이하”240
명(70.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는 환자
군이 “예”33명(37.1%),“아니오”56명(62.9%)이며 대조군은 “예”201명
(58.9%), “아니오” 140명(4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표 9)

표 9.환자군과 대조군의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식습관관련 특성의 비교
단위 :명(%)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환환환자자자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XXX222값값값 ppp---vvvaaallluuueee

1일 수분섭취량 6컵이상 24(27.0) 101(29.6) 0.13 0.719

5컵이하 65(73.0) 240(70.4)

기상후수분섭취여부 예 33(37.1) 201(58.9) 12.74 0.0001

아니오 56(62.9) 140(41.1)

계 89(100.0)3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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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전전전과과과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입입입대대대일일일~~~111000000일일일)))의의의
위위위생생생,,,배배배변변변,,,식식식습습습관관관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치치치핵핵핵의의의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111)))분분분석석석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변변변수수수와와와 정정정의의의
종속변수인 치핵발생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재분류한 결과 표 10과 같다.
종속변수인 치핵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1”로,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분류하였다.독립변수는 앞의 연
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치핵발생의 위험인자를 기준으로 연령은
25세 이상과 25세 미만,가족력은 있음과 없음,피로감은 자주 느낌과 가끔
느낌,흡연은 흡연과 기타,음주는 음주와 금주로 분류하였다.
군 입대 전 관련 사항으로 샤워/목욕 빈도는 1주 2회미만과 1주 2회이

상,좌욕빈도는 1주 1회미만과 1주 1회이상,항문 출혈은 있음과 없음,만
성변비는 있음과 없음,배변 횟수는 1일 1회미만과 1일 1회이상,배변소요
시간은 10분이상과 10분미만,변의 반응여부는 “아니오”와 “예”,하루 총
수분섭취량은 3컵이하 섭취와 4컵이상 섭취로 분류하였다.
군 입대 직후 관련 사항으로 샤워/목욕 빈도는 1주 2회미만과 1주 2회

이상,좌욕빈도는 1주 1회미만과 1주 1회이상,만성변비는 있음과 없음,배
변 횟수는 1일 1회미만과 1일 1회이상,배변소요시간은 10분이상과 10분미
만,변의 반응여부는 “아니오”와 “예”,하루 총 수분섭취량은 5컵 이하 섭
취와 6컵 이상 섭취,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는 “아니오”와 “예”로 분류하
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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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치핵발생 관련요인 분석을 위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값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수수수값값값 111 변변변수수수값값값 000

항항항목목목 분분분석석석대대대상상상자자자수수수 항항항목목목 분분분석석석대대대상상상자자자수수수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치핵발생여부 있음 89 없음 341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연령 25세이상 29 25세미만 401
가족력 있음 73 없음 357
피로감 자주느낌 155 가끔느낌 275
흡연 흡연 237 기타 193
음주 음주 386 금주 44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샤워/목욕 빈도 1주 2회미만 15 1주 2회이상 415
좌욕빈도 1주 1회미만 279 1주 1회이상 151
항문 출혈 있음 120 없음 310
만성변비 있음 41 없음 389
배변 횟수 1일 1회미만 173 1일 1회이상 257
배변소요시간 10분이상 189 10분미만 241
변의 반응여부 아니오 58 예 372
하루총수분섭취량 3컵이하 섭취 100 4컵이상 섭취 330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샤워/목욕 빈도 1주 2회미만 24 1주 2회이상 406
좌욕빈도 1주 1회미만 323 1주 1회이상 107
만성변비 있음 94 없음 336
배변 횟수 1일 1회미만 258 1일 1회이상 172
배변소요시간 10분이상 230 10분미만 200
변의 반응여부 아니오 110 예 320
하루 총 수분섭취량 5컵이하 섭취 305 6컵이상 섭취 125
기상 후 수분섭취 아니오 196 예 234



- 31 -

222)))치치치핵핵핵발발발생생생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치핵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을 포함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모형 적합도(c statistics(the
underareaofROCcurve))는 0.880로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 치핵으로 인하여 입원을 일으키는 위험도를 비차비
(oddsratio)로 계산하였다.
표 11과 같이 치핵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대상

의 특성은 연령이 25세이상인 병사가 25세미만인 병사에 비해 치핵 발생
비차비는 3.45배였으며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병사가 피로감을 가끔 혹은
느끼지 않는 병사에 비해 치핵 발생 비차비는 0.26였다.

군 입대 전 위생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1주 1회미만 좌욕하는 병사가 1
주 1회이상 좌욕하는 병사에 비해 치핵 발생 비차비는 5.73였다.배변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항문 출혈이 있는 병사가 없는 병사에 비해 치핵 발생 비
차비는 2.83였고 1일 1회미만 배변하는 병사가 1일 1회이상 배변하는 병사
에 비해 치핵 발생 비차비는 0.39였으며 배변시 10분이상 소요되는 병사가
10분미만 소요되는 병사에 비해 치핵 발생 비차비는 0.41였다.

군 입대 직후 위생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1주 2회미만 샤워/목욕하는
병사가 1주 2회이상 샤워/목욕하는 병사에 비해 치핵 발생 비차비가 7.33
였으며 배변시 10분이상이 소요되는 병사가 10분미만 소요되는 병사에 비
해 치핵 발생 비차비는 10.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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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치핵 발생에 미치는 비차비는 군 입대 직후 배변소요시간,
군 입대 직후 샤워/목욕 빈도,군 입대 전 좌욕빈도,연령,군 입대 전 항
문 출혈,군입대 전 배변소요시간,군 입대 전 배변횟수,피로감 순으로 비
차비가 계산되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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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치핵 발생 관련요인 분석을 위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회회회귀귀귀계계계수수수 비비비차차차비비비 999555%%%
신신신뢰뢰뢰구구구간간간 PPP값값값

연연연구구구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연령 1.24 3.45 1.15,10.33 0.027
가족력 0.52 1.67 0.76,3.60 0.201
피로감 -1.36 0.26 0.12,0.54 0.001
흡연 0.20 1.22 0.64,2.32 0.552
음주 -0.62 0.54 0.19,1.50 0.235

군군군입입입대대대전전전
위생관련 특성
샤워/목욕빈도 -0.69 0.50 0.08,3.32 0.475
좌욕빈도 1.75 5.73 1.89,17.38 0.002

배변관련 특성
항문 출혈 1.04 2.83 1.43,5.59 0.003
만성 변비 0.96 2.61 0.90,7.60 0.078
배변 횟수 -0.94 0.39 0.18,0.86 0.019
배변소요시간 -0.90 0.41 0.18,0.93 0.034
변의에 반응여부 0.21 1.23 0.52,2.92 0.640

식습관 특성
하루총수분섭취량 -0.07 0.93 0.42,2.05 0.854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위생관련 특성
샤워/목욕 빈도 1.99 7.33 2.08,25.84 0.002
좌욕빈도 1.32 3.74 0.92,15.21 0.065

배변관련 특성
만성변비 0.48 1.62 0.73,3.59 0.239
배변 횟수 0.46 1.58 0.68,3.70 0.289
배변소요시간 2.31 10.06 3.97,25.44 <.0001
변의에 반응여부 -0.03 0.97 0.49,1.93 0.936

식습관 특성
하루 총 수분섭취량 -0.11 0.89 0.44,1.84 0.760
기상 후 수분섭취 0.55 1.74 0.91,3.33 0.096

cstatistics(theunderareaofROCcurve)=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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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와와와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군 병사들에게 발생하는 항문 질환인 치핵에 대한 인구사회

학적 특성,개인 건강관련 특성,군 입대 전과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
일)의 위생,배변,식습관 특성과 관련한 치핵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도하였다.
환자군의 경우 군 입대 후 치핵이 생겼거나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경

우로 의무사 예하 모든 군병원에 “치핵”으로 입원중인 환자를 전부 조사하
지는 못하고 후방병원 2곳,군단지원병원 1곳에서 입원중인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경기권 00사단과 **사단에 소속된 “치
핵”과거력이 없는 병사 364명을 대상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환자군의 경우 대상 군병

원 병동 선임간호장교,대조군의 경우는 경기권 사단 의무대장에게 연구목
적 및 조사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우편 발송된 자기 기입식 조사표를 배
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홍윤정(2000)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군 입대 직후 내용
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군단지원병
원과 후방병원에 “치핵”진단받고 입원중인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한 후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면으로 일반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사항

13문항,군 입대 전 위생,배변,식습관에 대한 사항 등 총 14문항,군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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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입대일~100일)위생,배변,식습관에 대한 사항 등 총 9문항이었다.
최초 설문대상은 600명 정도로 예상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는데 설문조사

시기인 2008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기간이 군병원 군의관 교체시
기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겹치며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
를 해야 하는 군인의 경우 부재자 선거일까지 유동인원을 통제하여 응급이
아닌 경우 정기 입원․퇴원인원을 줄이는 시기로 설문대상 군 병원에 “치
핵”진단받고 입원 중인 환자의 수가 최초 예상만큼 많지 않아 설문기간을
늘려 조사표를 수집하였으며 최대한 통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
군과 대조군의 비율을 1:4로 맞추었다.
연구자의 개인사정으로 연구대상과 직접 대면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표를 배부 후 수거한 것이 아니고 각 집단의 대표를 통해 배부 및 회
수가 이루어져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문에 응답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
해 일부 항목의 답변이 누락된 설문이 많았으며,양면 인쇄한 설문지로 총
3면으로 구성하였는데 뒷면 한 면을 답변하지 않은 병사가 많아서 분석 시
결측된 값들이 많았고 설문의 주관식 문항은 답변한 수치의 중간값을 선택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회수된 일부 설문지에서 설문대상자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던 경우

가 있었는데 이는 단체 생활을 하는 군에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과정에서
설문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집단의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본인의 이름이 기입된 설문지를 받은 연구 대
상자인 병사는 무기명 설문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이 답한
설문지를 각 집단의 대표가 볼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무언의 강요로 병
사 스스로가 모범 병사에 가까운 내용에 기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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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 든다.
군 입대일을 묻고 다시 총 군복무 기간을 묻는 문항의 경우,“치핵”최

초 진단받은 시기와 진단시기가 입대 후 몇 개월인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는 중복된 질문으로 총 기간이 몇 개월인지를 기입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가 총 기간을 계산해서 코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실제로 군 입
대일이나 진단 시기를 묻는 문항은 분석 시 활용되지 않았으며 총 기간만
을 기입하도록 했어도 통계 분석 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군 입대 직후 배변관련 특

성 중 변의가 있을 시 화장실에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 변의를 느끼고 화
장실에 갈 때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1～2일이라고 답한 연구
대상자가 대조군은 5명 환자군은 3명이나 되었고 군 입대 직후 식습관 관
련 특성 중 기상 후 수분섭취 여부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일부는 개인적
으로는 섭취하고 싶으나 외부의 시선 때문에 어렵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
다.병영생활 전반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생
활 보장 측면에선 더 많은 배려가 요구되며 병사 스스로도 개인의 항문 위
생이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사항
을 당당히 표현할 줄 알아야하며 이런 병사들이 기본 욕구에 충실할 수 있
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진행상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철저히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는 군내 설문조사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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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설문시기가 입/퇴원이 최소한으로 조정된 시기에 연구하여 얻은 결
과로 이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

셋째,군 입대 전과 군 입대 직후의 개인적인 생활을 묻는 경우 과거의 기
억을 생각해내야 하며 개인위생이나 항문 관련 사항에서 정확한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연구 대상자 개인이 정확하게 응
답하지 않고 감추려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군내 특정 질환인 “치핵”의 위험요인을
군 입대 전과 직후로 구분하여 위생,배변,식습관 관련 특성에서 찾으려고
했고 치핵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향후 병사들의 군 병영생활혁신 사업에 자료로 활용
될 가치가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군내 치핵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병사에 비해 많이 느끼는 병사가 치핵에 걸릴
위험이 0.26배 더 높았는데 이는 이전 연구결과(홍윤정,2000;홍성국과 박
재갑,1991)와 일치하였다.음주량이 많고 음주 빈도가 짧을수록 치핵에 걸
릴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다른 연구결과(이길연,2003;박재갑,
2000;조종권,1995)에서도 음주하는 경우,음주 빈도가 짧은 경우 치핵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음주 빈도는 치핵
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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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개인 위생관련 특성 중 5분이상 따뜻한 물로 항문을 씻는
것으로 정의한 좌욕빈도가 1주 1회미만인 병사가 1주 1회이상인 병사에 비
해 치핵에 걸릴 위험이 5.73배 높았으며 이는 항문 위생관리를 잘하는 병
사가 치핵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군 입대 전 배변관련 특성중 환자군의 치핵 최초 진단시기의 분표는 차

이가 없었는데 이는 치핵은 천천히 발생되며 천천히 항문에 치핵이 커지기
시작하여 증세를 일으키며 기간은 수개월 혹은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종균외 23인,2003)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고 볼 수 있다.배변시
항문출혈이 있는 병사는 항문출혈이 없는 병사에 비해 치핵에 걸릴 위험이
2.83배 높았다.군 입대 전 배변횟수가 1일 1회미만인 병사가 1일 1회이상
인 병사에 비해 치핵에 걸릴 위험이 0.39배 높았으며 배변소요시간이 10분
이상인 병사가 10분미만인 병사에 비해 치핵에 걸릴 위험이 0.41배 높았다.
연구 초기 군 입대 전 변의에 반응여부가 늦어질수록 치핵에 걸릴 위험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의에 반응여부는 치핵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군 입대 직후 1주 2회미만 샤워/목욕하는 병사가 1주 2회이상 샤워/목

욕하는 병사에 비해 치핵에 걸릴 위험이 7.33배 높았으며 이는 개인위생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하는 병사에서 치핵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으
며 선행연구(홍윤정,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군 입대 직후 배변관련 특성 중 배변소요시간이 10분이상인 병사가 10

분미만인 병사에 비해 치핵에 걸릴 위험이 10.06배 높았으며 이는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화장실 변기에 10분이상 앉아 항문의 혈액이 울혈되며 치핵
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박영엽,2002)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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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초기 군 입대 직후 변의에 반응여부가 늦어질수록 치핵에 걸릴 위
험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의에 반응여부는 치핵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변의에 반응을 바로 하지 못하여
변의를 무시해 버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자율신경반사에 이상이 생겨 변
비를 일으켜 배변 시 변을 힘주어 봄으로써 항문의 정맥압을 더욱 상승시
키게 되어 결국 치핵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다른 연구결과(황영선,
2002;양현규,1998)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변의에 반응여부가 치핵
발생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어도 변의에 반응여부는 반복적
으로 변의을 무시함으로써 변비가 생겨 불규칙한 배변습관으로 인한 치핵
을 발생시키는 원인적 요인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치핵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정된 변수와 비차비는 연
령이 3.45,피로감이 0.26였다.
군 입대 전 좌욕빈도는 5.73,군 입대 전 항문 출혈의 경우는 2.83,군

입대 전 배변횟수는 0.39,군 입대 전 배변소요시간은 0.41이였다.
군 입대 직후 샤워/목욕빈도는 7.33,군 입대 직후 배변 소요 시간은

10.06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핵의 발생은 피로를 자주 느끼는 경우,항문위생 관련
하여 비위생적이며 배변 시 항문 출혈이 있고 배변이 불규칙하며 변의에
따라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지 못할 때 높으며 이러
한 비위생적인 요인,배변 욕구에 충실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군내
에서 치핵 발생의 위험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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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군내 제반 환경의 열악함과 개인위생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낯선 환경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핵에 관하여 군내 치핵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실시한 환자-대조군 연구이다.환자군은 군내 후방병원 2곳,군단
지원병원 1곳에서 “치핵”진단받고 입원중인 환자로 군에 와서 치핵이 생
겼거나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경우를 택하였으며 2008년 3월 19일부터
2008년 4월 18일까지 입원중인 환자 100명이며,대조군은 2008년 3월 20일
현재 경기권 00사단과 **사단에 소속된 치핵 병력이 없는 병사 364명을 연
구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명확한 구분과 통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
군과 대조군은 1:4비율을 맞추었다.환자군과 대조군을 합친 전체 464명
중 응답내용이 부정확한 설문지는 제외한 환자군 89명,대조군 341명을 포
함하여 총 43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연구대상자의 특성,개인건
강관련 특성,군 입대전 /군 입대 직후(입대일～100일)의 위생,배변,식습
관 관련특성이 치핵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X2검정을 하였으
며,치핵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군과 대조군 비교에서 연령,학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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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군와 대조군의 비료에서 가족력,피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군 입대 전 위생,배변,식습관 관련 특성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교에
서 좌욕빈도,치핵 과거력,항문 출혈,만성변비,배변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군 입대 직후 위생,배변,식습관 관련 특성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교
에서 샤워/목욕 빈도,좌욕 빈도,만성변비,배변횟수,배변시간,기상
후 수분섭취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치핵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이 25세이상인 병사가 25세미만인 병
사에 비해 비차비는 3.45,피로를 자주 느끼는 병사가 피로를 거의 느끼
지 않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0.26이었다.

군 입대 전 좌욕을 하지 않는 병사가 좌욕을 하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
는 5.73,군 입대 전 항문 출혈이 있는 병사가 없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2.83,군 입대 전 1일 1회미만 배변하는 병사가 1일 1회이상 배변하는 병사
에 비해 비차비는 0.39,군 입대 전 배변소요시간이 10분이상인 병사가 10
분미만 소요되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0.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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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직후 샤워/목욕을 자주하는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에 비해
비차비가 7.33,군 입대 직후 배변소요시간이 10분이상인 병사가 10분미만
소요되는 병사에 비해 비차비는 10.06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병사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병사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샤워시설을 확충하며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여 배변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병사 개개인이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치핵의 발
생 및 재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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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일일일반반반 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1.당신의 나이는?
① 만 21세 미만 ② 만 22-24세 ③ 만 25-27세 ④ 만 28세 이상

2.군 입대일 (200 )년 ( )월, 군 생활기간 총 ( )개월

3.당신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대학 재학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역장교입니다.
본 설문지는 군 병사들에게 발생하는 항문 질환인 치핵과 군 생활과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병사들의 군 생
활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이며 오로지 연구외에 타 용도로는 절대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8년 3월
연구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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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신의 계급은?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병장

5.당신의 주특기는?
① 행정분야 특기 ② 전투분야 특기

6.귀하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7.당신은 몸에 땀이 어느 정도 나는 편입니까?
① 거의 안난다 ② 보통이다
③ 약간 많이 난다 ④ 상당히 많이 난다

8.당신은 키에 비해 체중은 어떠한가?
① 마른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약간 마른편이다 ④ 상당히 많이 난다

9.당신의 가족 중 항문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다수 선택가능)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누나 ⑤ 형 ⑥ 남동생 ⑦ 여동생

10.당신은 군 입대전 피곤함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
① 항상 느낀다 ② 자주 느낀다
③ 가끔 느낀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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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당신은 담배를 어느정도 피우십니까?
① 지금까지 피운적이 없다 ②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안 피운다
③ 하루에 1-10개피 정도 피운다 ④ 하루에 11-20개피 정도 피운다
⑤ 하루에 한갑 이상 피운다

12.일회 음주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소주 기준)
① 금주 ② 한번에 소주 반병이하
③ 한번에 소주 1병 미만 ④ 한번에 소주 1병 이상
⑤ 한번에 소주 2병 이상

13.얼마나 자주 음주를 합니까?(소주 기준)
① 없다 ② 월 1회 ③ 월 2-3회 ④ 주 1회
⑤ 주 2-3회 ⑥ 주 4-6회 ⑦ 매일 1회 이상

※※※ 군군군 입입입대대대하하하기기기 전전전 생생생활활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14.입대하기 전 당신은 샤워나 목욕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회/주

15.입대하기 전 당신은 좌욕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회/주

16.평소 당신은 팬티를 얼마나 자주 갈아 입었는가?( )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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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입대하기 전 당신은 항문질환을 가지고 있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17-1.현재 “치핵”진단하에 군병원에 입원중이라면,최초 진단받은 시기
는 언제인가?
(200 )년 ( )월, 군 입대 후 ( )개월경

18.입대하기 전 배변 후 선홍색의 출혈이 있었는가?
① 없다 ② 가끔 있었다 ③ 자주 있었다 ④ 치핵없음

19.입대하기 전 만성 변비가 있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20.입대하기 전 당신의 배변 습관은?
① 하루 1회이상 ② 2-3일에 1회 ③ 4-5일에 1회 ④1주에 1회 이하

21.입대하기 전 화장실에서 배변시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인가?( )분

22.입대하기 전 변의가 느껴지면 화장실에 바로 갑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1.22번 문항에서 “아니다”라면 변의를 느끼고 화장실에 갈 때까지 경과

하는 시간은?
( )분 또는 ( )시간 또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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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입대하기 전 하루 총 수분섭취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1컵=200cc)
① 8컵 이상 ② 7-6컵 ③ 5-4컵 ④ 3-2컵 ⑤ 거의 먹지 않는다.

24.입대하기 전 기상 후 수분섭취를 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25.입대하기 전 식사 형태는?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군군군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란란란 훈훈훈련련련소소소 입입입소소소 후후후부부부터터터 111000000일일일 휴휴휴가가가 전전전까까까지지지의의의 기기기간간간입입입니니니다다다...

※※※ 군군군 입입입대대대 직직직후후후 생생생활활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26.입대직후 당신은 샤워나 목욕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회/주

27.입대직후 당신은 좌욕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회/주

28.입대직후 만성 변비가 있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29.입대직후 당신의 배변 습관은?
① 하루 1회 이상 ② 2-3일에 1회 ③ 4-5일에 1회 ④1주에 1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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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입대직후 화장실에서 배변시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인가?( )분

31.입대직후 변의가 느껴지면 화장실에 바로 갑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1.31번 문항에서 “아니다”라면 변의를 느끼고 화장실에 갈 때까지 경과

하는 시간은?
( )분 또는 ( )시간 또는 ( )일

32.입대직후 하루 총 수분섭취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1컵=200cc)
① 8컵 이상 ② 7-6컵 ③ 5-4컵 ④ 3-2컵 ⑤ 거의 먹지 않는다.

33.입대직후 기상 후 수분섭취를 하였는가?
①예 ②아니오

☺☺☺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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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cccaaassseee---cccooonnntttrrrooolllssstttuuudddyyyooonnnhhheeemmmooorrrrrrhhhoooiiidddsssrrriiissskkkfffaaaccctttooorrrsss
iiinnnKKKooorrreeeaaannnaaarrrmmmyyy

MiHeeKim
Dept.ofInternationalHealth
TheGraduateschoolofPubicHealth
YonseiUniversit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HHHeeeeeeccchhhooouuulllOOOhhhrrrrrr,,,MMM...DDD...)))

Theobjectofthisstudywastoexaminethefactorsaffectingthe
invasionofhemorrhoidsinmilitaryservicemen.
The case group 89 inpatients who have been diagnosed as

hemorrhoidsfrom Mar.19,2008through Apr.18,2008,sampled out
from thosemilitaryservicemenwhoarereceivinghospitalizedmedical
careinmilitaryhospital.Thecontrolgroupwas341soldierswhoare
fulfillingtheirmilitaryservicein00Divisionand**Divisiononfront
line.
Multivariatelogisticregression analysiswascarried outtoanalyze

the factorsthatinfluenceupon thecontraction ofhemorrhoid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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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wereasfollows:

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personal
characteristicsbetweenthecaseandcontrolgroupinhistoryofage
andeducationalbackground.

2.Therewas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onpersonalhealth-related
characteristicsbetween the case and controlgroup in history of
fatigueandfamilyhistory.

3.In comparison between thecaseand controlgroup (afterjoining
military service)on personalhygiene,excretion and eating habits,
therewasnotabledifferenceinthenumberoftakingsitebaths,past
history,analhemorrhage,presenceorabsenceofconstipation,and
thenumberofexcretion.

4.In comparison between thecaseand controlgroup (afterjoining
military service)on personalhygiene,excretion and eating habits,
therewasnotabledifferenceinthenumberoftakingshowers,the
numberoftakingsitebaths,presenceorabsenceofconstipation,the
numberofexcretion,andthelengthoftimeofexcretion,andhaving
waterafterwaking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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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ultivariatelogisticregressionanalysis wascarriedouttoanalyze
thefactorsthatinfluenceuponthecontractionofhemorrhoids.The
ratioofsamplewhoseageisover25tobelow 25were3.45,andthe
ratioofsamplewhooftenfeeltiredtothosewhodonotwere0.26.

Theratioofsamplewhohadtakensitzbaths(beforejoiningmilitary
service)tothosewhohadtakenoftenwere5.73,theratioofsample
whohadanalhemorrhage(beforejoiningmilitaryservice)tothosewho
do notwere 2.83,the ratio ofsample who had nottaken daily
excrement(before joining military service)to those who had daily
excrementwere0.39,theratioofsamplewhohadnotbeenregularin
thelengthoftimeinexcrement(beforejoiningmilitaryservice)tothose
whowere0.41.
Theratioofsamplewhotakesshoweronregularbasis(afterjoining

military service)to those who do notwere7.33,and theratio of
samplewhohadnotbeenregularinthelengthoftimeinexcrement
(afterjoiningmilitaryservice)tothosewhodoeswere10.08.

Inconclusion,theresultsuggeststhatthecontractionorrecurrence
ofhemorrhoidscouldbedistinctivelyreducedifmilitarypersonnelpay
moreattentiontotheirenvironmentandimprovethefacility(bathroom,
showerroom,etc)tohavementalcomfortwhilehavingex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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