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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배변기능,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및 삶의 질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은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교정수술 후 배변기능, 정서 행동문제,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고,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일 대학병

원에서 추적관찰중인 1년 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 5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

었다. 연구도구는 배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Kelly score, 정서행동문제를 측정

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항문직장기형과 히르쉬스프룽병의 질병특이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들의 특성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SPSS 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항문직장 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 중 배변기능이 5점 이상인 아동은 

14.3%이었고, 전체의 배변기능은 평균 3.0 ± 1.4이며, 3점인 아동이 24명

(42.9%)로 가장 많았다. 정서행동 총점은 50.5 ± 12.0, 내재화 문제는 52.6 ± 

10.9, 외현화 문제는 49.1 ± 11.1로 나타났다. 준임상 문제가 있는 아동은 

14.2%, 임상범위의 문제가 있는 아동은 12.5%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평균점수

가 86.5 ± 6.9로 나타났고, 세부항목별 소변조절이 95.7 ± 6.9로 가장 높았고, 

사회활동이 78.6 ± 14.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아동의 사회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군이 200만원미만인 

군보다 배변기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461, p=.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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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교육정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내재화문제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4.68, p=.014). 가족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미만인 군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824, p=.037). 

3)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의 세부항목 중 배변기능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식이조절(r=.440, p=.024), 대변조절

(r=.513, p=.007), 소변조절(r=.472, p=.015), 감정기능(r=.484, p=.012)이었다.

결론적으로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 중 정상 배변기능을 가진 아동

은 14.3%에 불과하였으며, 정상집단보다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았고, 배변기능과 

삶의 질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항문직장기형 교

정술을 받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배변기능을 유지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배변조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배변기능과 상관없이 정서행동문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알고 주의깊게 추적관

찰하여 문제를 조기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과의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가

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항문직장기형, 배변기능, 정서행동문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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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항문직장기형은 신생아 5,000명 중 약 1명의 빈도로 발생한다. 1982년 Pea 

술식이 처음 소개된 이후로 항문직장기형의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았고, 수술 후 

결과에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Pea 술식이 수술 후 좋은 

배변기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Langemeijer & Molennar, 1991). 수술적 교정 

후에도 배변기능이 완벽할 수는 없어, 수술 후 변 지림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

다(Goyal et al., 2006).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술 후 결과가 좋은 7~36%의 환아는 정상아와 비

슷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외의 환아는 변비와 변실금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였

다(조용훈, 심문섭, & 김해영, 2012). 즉, 변비, 변실금으로 인한 냄새, 가스배출 

조절의 어려움 등과 같은 배변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배변훈련을 

마친 나이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다. 특히, 변은 특유한 냄새

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항문직장기형 아동은 불시적인 

변 지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하게 된다. 그리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며,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기려 

하고, 심지어 치료를 위해 의료진에게조차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이

런 문제로 신체상이 손상될 수 있고, 사회생활도 다른 정상아들과 같이 활발히 하

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Trajanovska & 

Catto-Smith, 2005). 

최근 의학의 관심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을 넘어서 건강증진과 질적인 삶으로 

옮겨가고 있고, 간호학에서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최명애 등, 

1999). 현재까지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는 만성질환에 이환된 성인과 노

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최명애 등, 1999).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한 



- 2 -

연구로는 신부전 환아, 간질환아, 암 환아와 관련한 삶의 질 연구가 대부분이고, 

아동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는 국외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변실금은 심리사회적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감, 낮은 자존감, 위축, 

비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배변기능과 삶의 질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Trajanovska & Catto-Smith, 2005; Hartman, Oort, 

Aronson & Spranger, 2011). 그러나 국외에도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 항문직장

기형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나 질병특이 삶의 질 도구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어 적절한 질병관련 삶의 질 도구로 측정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수술 후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삶의 질

을 조사한 연구는 전용순, 김우기, 박귀원, 이성철과 정성은(2000)의 연구 한 편

이 있으나 심리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지 않아 국내의 항문직장기형 환아의 삶

의 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또한, 2000년 이후로 항문직장기형 수술에서 

많은 의학의 발전이 있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항문직장기형 환아의 배변기능과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항문직장 기형은 출생 직 후 진단하여 1년 이내 모든 수술과정을 마

쳐 신생아기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항문직장기형은 수술 후 완전한 

배변기능을 갖는 완치의 개념이 아니며, 일생동안 지속적인 배변관리가 필요한 점

에서 만성질환이라 볼 수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은 정상아동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질병으로 인

한 신체변화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되고 있다(최승미, 신민섭, 정진엽, & 김중술, 2000; 채혜정 & 박정희, 

2000). 그리고 아동기에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비행, 위축, 자존감 저하 등의 부적응이 나타나고 이후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치

므로 질병으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채혜정 & 박정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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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배변기능, 정서행동문제와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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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배변기능, 정서행동문제,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고,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배변기능, 정서 행동문제,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2)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변기능, 정서 행동문제,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한다.

3)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배변기능, 정서행동문제,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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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배변기능 

배변기능은 배변조절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elly score(Kelly, 

1972)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정서 행동 문제

정서 행동 문제란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일반 부모나 교사

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이다(황혜정, 윤명희, 강

성빈, 성낙운, & 황혜신, 2002). 정서 행동문제는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혼

합형 문제행동으로 나뉘는데 내면화 문제는 갈등이 안으로 잠재된 행동으로 외로

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외현화 문제는 갈등이 밖으

로 표출되는 행동으로 공격, 과잉행동,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황혜정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중 문제행동 척도로 평가

한 점수를 말한다. 

3) 삶의 질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이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

로 정의되며(장은영 & 오진아, 2008), 본 연구에서는 Hanneman et al.(2001)

이 개발한 질병 특이 삶의 질 도구인 Hirschsprung's disease/anorectal malformation 

quality-of-life questionnaire(HAQL)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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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선천성 항문직장기형 

항문직장기형은 우리나라 신생아 5,000명 중 약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기형

이다. 항문직장기형의 병인은 환아들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 Townes-Brokes 

증후군, Currarino's 증후군, Pallister-Hall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

면서 유전자 변이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Levitt & Pea, 2007). 발생학

적으로는 비뇨생식동의 하강의 정도가 완성되지 못한 채로 태어나 발생하며 그 

하강의 정도에 따라 분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항문직장기형의 형태학적 분류에

는 크게 Wingspread 분류법과 Krickenbeck 분류법이 있는데, Wingspread 분류

법은 1984년 처음 세계적 동의를 얻은 분류법으로 직장맹단의 위치와 항문거근 

및 골반기저부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저위, 중위, 고위로 분류된다. Krickenbeck 

분류법은 누공의 존재 및 위치를 기본으로 남아의 경우 직장-회음부 누공, 직장-

구부요로 누공, 직장-전립선요로 누공, 직장-방광경부 누공, 누공이 없는 형태가 

있고, 여아에서 직장-회음부 누공, 직장-질 전정부 누공, 총배설강동, 누공이 없

는 형태로 분류된다. 그러나 발생학적으로 비뇨생식동의 하강의 정도에 따라 다양

한 형태가 나타나므로 현재의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의 어려움이 있다(한석주, 2006; 

Levitt & Pea, 2007). Wingspread 분류에 따른 연구에서 저위가 34~42%, 중

위가 11~27% 고위가 47~38% 로 저위와 고위가 많은 분포를 보인다(Ludman 

& Spitz, 1995; Amae et al., 2008).

항문직장기형은 발생학적으로 비뇨생식동의 하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항문직장

만이 아니라 비뇨생식기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Levitt & Pea, 2007). 

또한, 1개 이상의 동반기형이 있으며, 심혈관계, 소화기계, 척추, 비뇨생식기계에  

동반기형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고위일수록 기형이 동반될 확률이 높아진다(O'Neill, 

Rowe, Grosfeld, Fonkalsrud, & Coran, 1998). 심혈관계 기형이 12~22%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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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그 유형은 팔로4징, 심실 중격 결손, 대혈관전위, 좌심형성 부전이 있고, 

소화기계 기형은 식도기관 기형이 약 10%에서 존재한다. 십이지장폐쇄가 1~2%

로 발생하고, 히르쉬스프룽병이 동반된다. 척추기형의 종류로 이분척추증이 있으

며, 저위형에서 17%, 고위형에서 34%, 총배설강동에서 46%에서 동반된다. 비뇨

생식기계 기형은 저위형에서 9%, 고위형에서 30%의 빈도를 보인다. 종류로는 방

광요도 역류, 신장의 무형성 또는 이형성, 잠복고환, 요도하열, 자궁과 질의 기형

이 있다(O'Neill et al., 1998). 

교정수술은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1982년 Pea 의 후방시상접근법(Posterior 

Sagittal Anorectoplasty)이 소개되어 외과의가 해부학적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있

게 되어 수술 후 결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수술이 항문직장기형의 보편

적인 수술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및 영아기에 시행하게 

되며, 유형에 따라 외과의사의 판단으로 장루술을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수술할 

것인지 근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Levitt & Pea, 2007). 치료

의 궁극적 목표는 정상배변기능을 갖는 것이나, 수술 후 완전한 배변기능을 갖는

지는 명확하지 않고, 변지림과 소변지림은 이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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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문직장기형 교정 수술 후 아동의 배변기능 

항문직장기형의 표준화된 수술법은 정립되어 있지만, 배변조절 기능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 배변조절은 크게 수의근육과 항문관의 감각과 대장

의 운동으로 조절되는데 수의근은 항문올림근과 근복합체, 외괄약근으로 구성된

다. 정상적으로 불수의적인 직장 연동으로 변이 내려오면 항문관의 감각으로 변의

를 느낀 후 수의근이 수축하여 배변하게 된다. 그러나 항문직장기형 아동은 비뇨

생식동의 하강 정도에 따라 이런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수술 과정에서도 배변조

절에 필요한 근육이 필수불가결하게 손상되므로 정상적인 배변기능을 갖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Langemeijer & Molenaar, 1991; Levitt & Pea, 

2007). 따라서 Pea 술식을 통해서는 완전한 배변 조절이 어려우며 변실금은 평

생 환자들에게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Langemeijer & Molenaar,1991).

교정 수술 후 배변조절능력의 정량적 평가를 한 결과, 완전한 배변 조절 능력

을 획득한 경우가 7~36%, 심각한 변실금 증상이 남는 경우가 30~56%, 변비가 

있는 경우가 5~60%라고 보고하였다(Langemeijer & Molenaar,1991). Pea가 

보고한 Pea 술식을 받은 항문직장기형 아동은 37.5%가 배변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배변조절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배변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Pea 

& Hong, 2000).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 변실금 없이 정상배변하는 경우는 62%, 변실금이 있

는 경우는 38%로 나타났다(전용순 외, 2000). 조용훈 외(2010)는 배변조절 훈

련이 되는 36개월 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배변조절 능력의 평가와 피부누공 유무

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배변조절 기능의 양호와 불량으로 결과를 분석하

였다. Wingspread 분류에 따른 중위 이상의 그룹에서 완전한 배변조절이 가능한 

환아는 31.9%, 변실금이 있는 경우는 24.3%, 변비가 있는 경우 35.1%로 보고하

였다. 그러나 저위 그룹은 완전한 배변조절을 하는 경우는 91.3%, 변실금을 호소

하는 경우는 없었고, 변비가 있는 경우 8.7%로 보고하여 결과가 더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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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에서 배변기능은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나빠진다고 하였으며, 직

장-회음부 누공, 직장 -질 전정부 누공의 유형은 비교적 좋은 배변 기능이 기대

되고, 직장-방광경부 누공의 유형은 배변조절 기능이 나쁘다고 하였다(Goyal et 

al., 2006).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저위형에서도 배변기능장애가 지속적으로 문

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아직 유형과 배변기능의 관계는 단정하기는 이른 것

으로 생각된다.  

이들에서 발생하는 배변문제는 변비와 변실금을 들 수 있는데, 변비가 변실금

보다 흔하다고 하였다(Levitt & Pea, 2007). 여아에서 직장 -질 전정부 누공, 

직장-회음부 누공, 남아에서는 직장 -구부요로 누공, 누공이 없는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직장 회음 누공인 유형에서 변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변비가 생기면 직

장과 S상 결장이 늘어나고, 그 결과 장이 대변으로 막혀 범람실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Levitt & Pea, 2007). 변실금은 변비보다는 빈도가 적으나 고위의 항문

직장기형과 근육이 좋지 않은 경우나 척추가 비정상일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하였

다(Levitt & Pea, 2007).  

한편, 나이가 들수록 배변조절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는 연구(Rintala & 

Lindahl, 2001)도 있으나, 반대로 나이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Goyal et 

al., 2006). 그리고 대체로 고위형일 수록 나빠진다는 의견이 많으나, 반대의 결

과도 있어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나이와의 관계도 아직 논쟁중이다. 

이와 같이 배변조절은 이들 환아에서 수술적 교정 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

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연령, 성별, 배변훈련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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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항문직장기형 환아는 또래관계가 힘들고 교육성취 수준도 떨어진다고 하였는

데(Hassink, Rieu, Brugman, & Nijmegan, 1994), 이는 정상아보다 내재화, 우

울 항목이 높게 나온 연구결과(Ludman & Spitz, 1995)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단지 여아에서는 배

변기능 정도와 문제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Hassink et al., 1994; 

Ludman & Spitz, 1995). 항문직장기형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수준에 영향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배변기능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이를 지지하나(Amae et 

al.,2008), 한 편으로는 배변기능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udman & 

Spitz, 1995). 이를 바탕으로 항문직장기형 아동이 정서행동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배변기능과의 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 평가 척도는 Achenbach가 개발한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중 아동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 평가 척도는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도구이다. 한국판 정서

행동평가 척도는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부모가 평가하

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서행동문제의 빈도를 조사하는 기초 역학조사 도구뿐만 

아니라 심리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도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다(하은혜 & 오경자, 

1997). 

특히, 유아의 정서행동문제는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높은데 이를 평가하는 것은 유아가 스스로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워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행

동 평가 척도 중 유아용은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문제행

동을 조기에 개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김영아, 이진, 문수종, 김유진, & 오경

자, 2009). 또한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평가 척도는 국내에서 대규모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규명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아동 

정서 행동문제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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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문제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시행한 연구결과 총 문제행동 척도 점수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임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는 2.2%, 내재화문제 2.2%, 외현화 문제 2.1%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자의 또래집단점수 분포를 토대로 환산한 점수가 T점수인데, 60점 이상

이 문제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에 대한 민감도

는 0.73이고, 양성 예측도는 0.75으로 나타나 아동 청소년 문제 행동 평가 척도

가 임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김재원, 박기홍, & 

최민정, 2004). 

일반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할 때, 스스로 문제를 보고하기 어렵기 때

문에 부모나 교사가 보고하는 형식이 많다.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문제 평가 도구

도 부모가 작성하는 형식인데, 특히 어린 아동의 부모는 많은 시간을 아동과 같이 

보내므로 부모의 관찰이 비록 객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의 변화에 대해 잘 

인지하여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여 부모가 유용한 평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영아 등, 2009; 김재원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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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이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

로 정의될 수 있다(장은영 & 오진아, 2008). 또한, 아동의 삶의 질 영역은 신체

적, 학습, 사회, 여가활동, 정서, 가족, 자기가치,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한경자 등, 

2005).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또래관계를 들 수 있는데

(장은영 & 이보람, 2011; 신희건, 오의금, & 유일영, 2010; 이보람 & 박혜준, 

2012), 우리나라 아동은 다른 나라 아동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

문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장은영 & 오진아, 2008). 그 밖에 아동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학교성적, 부모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적 수

용, 경제적 자원 등이 있다(신희건 외, 2010; 이보람 & 박혜준, 2011).

그러나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보람과 박혜준(2012)은 학령기 아동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상태가 주관적

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만성질환과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삶의 질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대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신체상 지각에 

차이를 보이고, 이와 관련한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긍심이 낮으며 스스로를 비

하하거나 더 우울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승미 등, 2000). 

결과적으로, 정상아동에 비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

리적인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국외 연구 중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학교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42명 중 

30명인 71.42%가 학교에 다니지만, 42명 중 4명(10%)은 변 지림에 대한 두려

움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에 가는 아이 30명 중 11명(36.6%)은 

원래 학년보다 한 단계 낮은 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고, 이 중 7명은 자주 결

석한다고 하였다(John, Chacko, Mathai, Karl, & Sen, 2010). Hartm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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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7)은 질병이 심각할수록 학교 참석율이 떨어지고, 삶의 질도 낮다고 하였

다. 한 편,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69%인 반면에 학

교에 결석하는 경우 23%, 캠프를 가지 못하는 경우 8%로 보고하여 항문직장기

형이 아동의 외부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용순 외, 2000). 

국외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배변기능과 삶의 질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Hartman et al., 2012). 질병이 심각하다고 여길수록, 변을 많이 지

릴수록 삶의 질의 신체상과 감정기능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Grano et 

al., 2012). 특히 고위형에서는 변지림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하여 항문직장기

형의 유형과 변지림 여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Ditesheim & Templeton, 1987). 성인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 

성인의 자존감, 신체상, 신체증상이 아동에 비해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rano et al., 2010). 성인이 청소년보다 자존감과 신체상이 낮은 것은 성인이 

보다 자신의 질병과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신체증상은 아동이 성인보다  

발전된 의학기술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변기능과 삶의 질 관

계가 관련성이 적고, 일부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로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Hartman, Oort, Aronson, Hanneman, van der Zee, Rieu, & Madern G.C. et 

al.,2004; Amae et al., 2008; Ludman, Spitz, & Kiely, 1994). Hartman et 

al.(2004)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배변기능이 좋지만, 삶의 질은 아동이 더 좋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청소년이 아이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단지 증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또, 변지림 유무는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이 의견을 뒷받침 하기도 하였다(Ludman & Spitz, 1995). 또 다른 연구에

서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배변기능은 차이가 없었고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하여 연령에 제한을 두었다(Goyal et al., 2006). 

항문직장기형의 삶의 질 측정 도구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삶의 질 측정

도구를 많이 사용했으나, Hanneman et al.(2001)이 항문직장기형과 히르쉬스프

룽병의 삶의 질 측정 도구를 개발한 이후로 Hartman et al.(2008, 2011)과 이

탈리아의 Grano et al.(2010)이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항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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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형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최근 몇 몇 연구에서 이 도구

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 도구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는 드물며, 

각 문항이 대체로 Cronbach's α 계수가 0.7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으나 식이문항은 

0.21로 낮게 나타나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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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내 일 대학병원에서 항문직장기형으로 교정수술을 받고 외래 혹은 입원

을 통해 경과관찰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문직장기형 교정 술을 받은 아동

2) 만 1년 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인 아동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운증후군이 동반된 아동

2) 지적능력 장애가 동반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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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아동의 연령, 성별, 주 양육자, 보호자 교육정도, 경제수준, 가족형태, 항문직장

기형의 Wingspread 분류에 따른 유형, 동반기형 종류, 동반기형의 개수, 관장여

부를 설문조사하였고 병원에 등록된 의무기록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정보를 얻었

다.

2) 배변기능

배변기능은 항문직장기형 교정 수술 후 배변조절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Kelly score(Kelly, 1972)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Kelly score 는 3가지 

항목으로 주요 변 지림이 있는지 여부, 속옷에 변이 묻는 일의 유무, 항문 괄약근

의 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3점 척도로 0, 1, 2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점이 좋고, 1점이 보통, 0점은 나쁜 것을 의미한다. 측정의 범위는 0점에

서 6점으로 5점 이상이면 배변기능이 좋은 것으로, 4 이하는 변 지림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한다. 

3) 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 문제 

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 문제는 Achenbach, Smibert, Ekert, & 

Godber(1991)의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문제를 한국판으로 개정하고 표준화한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 문제중 문제행동 척

도로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 질문지는 만 1.5-5세용과 6-18세용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각 항목은 부모가 응답하게 된다. 만 1.5-5세용은 정서적 반응성, 불

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문제,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기타문제의 8가지 

하위척도의 총합인 문제행동 총점과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하

위요인의 합인 내재화 척도, 주의집중, 공격행동 하위요인의 합인 외현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18세용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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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 의 9가지 하위척도의 합인 문

제행동 총점과,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요인의 합인 내재화 척도, 규칙위

반, 공격행동 요인의 합인 외현화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지의 각 항목은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자의 또래집단 점수 분포를 토대로 환

산한 T점수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의

미한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의 T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64점 

이상이면 임상 범위임을 의미한다. 준임상 범위는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임상범위는 준임상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이 도구는 문제행동 유무를 판단하는 일차적 평가도구

로 문제가 나타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해 보기를 권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를 코딩하여 설문지를 제공한 휴노측

에 보내어 T점수로 환산하여 회신한 것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삶의 질 

항문직장기형 환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Hanneman et al.(2001)이 

개발한 히르쉬스프룽병과 항문직장기형의 삶의 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6세에서 

11세, 12세에서 16세, 17세 이상의 연령에서 자가보고방식으로 기술하게 되어있

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12세 이하이므로 6세에서 11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

용하였다. 질문의 영역은 1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변완화 식이 2문

항, 변비 유발 식이 2문항, 설사 2문항, 변비 1문항, 변지림 8문항, 소변 지림 4

문항, 신체적 증상의 존재 9문항, 신체상 2문항, 사회활동 3문항, 감정기능 6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9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지난 1주일 기준

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와 2점‘가끔 그렇다’3점‘자주 그렇다’4점‘매

우 자주 그렇다’로 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은 100점 환산하여 항목별 평균을 내

어 분석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수준의 기능을 의미한다. Hanneman et 

al.(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식이문항 제외하고 Cronbach's α 0.68~0.91 

로 나타났고, 식이문항은 0.29~0.44 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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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일 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승인번호: 

4-2013-0102), 2013년 4월 19~2013년 11월 30일 까지 외래 추적 관찰을 

위해 방문하는 아동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의 내용

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아동과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

여 응답하게 하였다. 기간 중 외래추적이 불가능한 아동은 병원에 등록된 주소로 

설문지, 연구동의서, 반송용 우표를 붙인 회수용 봉투와 함께 발송하였다. 설문지

와 연구동의서가 돌아온 경우 연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이루어졌으며, 동의서는 모두 아

동의 부모가 작성하였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6세 이상의 아동은 간략히 연

구에 대해 설명 후 아동의 동의를 예, 아니오 형식으로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255명의 아동과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보냈고, 이 중 33개가 주소 불명확으로 반송되었고, 57명이 자발적 동의로 연구

에 참여하여, 응답률은 22.3%였다. 응답한 57명 중 1명이 결측값으로 제외되어 

연구대상은 최종 56명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서행동문제와 삶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서술  

      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배변기능,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 삶의 질 점수에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배변기능과 삶의 질,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  

      여 Pearson's correlation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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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 과 같다. 총 56명 중, 성별은 남아 37명

(66.1%), 여아 19명(33.9%)이었다. 가족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29명(51.8%), 200만

원이상 400만원미만이 22명(39.3%), 200만원 미만이 5명(8.9%)였다. 항문직장기형 

유형으로는 저위형은 12명(21.4%), 중위형은 20명(35.7%), 고위형은 14명(25.0%), 

총 배설강동과 Currarino 증후군은 10명(17.9%) 이었다. 

개인별 동반기형의 개수로 1개인 경우는 22명(39.3%), 2개인 경우 13명(23.2%)

로 50%이상의 환아가 1~2개의 동반기형을 갖고 있었다. 동반기형이 3개인 경우는 

9명(16.1%), 4개인 경우도 1명(1.8%) 있었다. 동반기형별로는 척추기형과 비뇨생식

기계 기형이 각각 25명(44.6%), 24명(42.9%)로 많았고, 그 다음이 심장기형 18명

(32.1%), 손 발 기형이 4명(7.1%), 식도기형이 3명(5.4%)순 이었고, 동반기형이 없

는 경우는 11명(19.6%)에 불과하였다.  

배변조절을 위해 관장을 시행하는 아동은 24명(42.9%), 시행하지 않는 아동은 

32명(57.1%)로 나타났다. 배변기능은 3점이 24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0, 1점

이 7명(12.5%), 2점이 9명(16.1%), 4점이 7명(12.5%), 5, 6점이 8명(14.3%)으로 나

머지 군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배변기능 점수는 5, 6점이 완전한 배변기능을 

가진다고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4.3%의 환아가 좋은 배변기능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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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 37(66.1)
여 19(33.9)

보호자 교육정도
고 졸이하 12(21.4)
전문대 졸업 13(23.2)
4년제 대학교 이상 30(53.6)

가족수입
200만원 미만 5(8.9)
200만원-400만원 22(39.3)
400만원 이상 29(51.8)

유형

저위형 12(21.4)
중위형 20(35.7)
고위형 14(25.0)
총배설강동, Currarino 10(17.9)

동반기형 갯수

0개 11(19.6)
1개 22(39.3)
2개 13(23.2)
3개 9(16.1)
4개 1(1.8)

동반기형종류
(중복응답)

척추 25(44.6)
심장 18(32.1) 
식도 3(5.4)
비뇨생식기계 24(42.9)
손,발 4(7.1)

관장시행 시행함 24(42.9)
시행안함 32(57.1)

배변기능

0-1점 7(12.5)
2점 9(16.1)
3점 24(42.9)
4점 7(12.5)
5-6점 8(14.3)
평균점수±표준편차 3.0±1.4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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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대상자의 배변기능 평균점수는 3.0 ± 1.4 점이었다. 정서 행동문제는 <표2>

와 같으며, 평가 대상자의 또래 집단 점수 분포를 토대로 환산한 점수인 T점수로 

분석하였고 문제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점수 60점 이상은 준 임상범위, 64점 이상은 임상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기타문제의 합으로 이루어진 문제행동 총점은 

50.5 ± 12.0 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는 6세 이상의 

아동에게 측정하여 응답자는 27명이며 수면문제는 6세 미만 아동에게서 측정하여 

응답자는 29명이었다. 내재화 문제는 신체증상, 정서적 반응성, 위축, 불안/우울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점수는 52.6 ± 10.9 점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증상이 57.6 ±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반응성은 6

세 미만 아동에게서만 측정하였다. 공격행동, 주의집중, 규칙위반의 합으로 이루어

진 외현화 점수는 49.1 ± 11.1로 나타났으며, 외현화의 하위요인 중 공격행동이 

55.0 ± 6.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규칙위반은 6세 이상 아동에게서만 측

정하였다.

 삶의 질은 6세 이상 아동에게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3>과 같다. 각 세부항

목을 100점으로 하여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나타냈으며, 총점은 86.5 ± 6.9점으

로 나타났다. 각 세부항목의 평균점수는 식이조절 83.5 ± 14.8점, 변 양상 81.7 ± 

13.1점, 대변조절은 84.3 ± 11.7점, 사회활동은 78.6 ± 14.1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측

정되었고, 소변조절 95.7 ± 6.9점, 감정기능 90.2 ± 8.8점, 신체상 92.2 ± 9.5점, 신

체증상 88.7 ± 10.2점으로 총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수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식이조절, 변양상, 대변조절, 사회활동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고, 소변조절, 감정기능, 신체상, 신체증상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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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문제(n) 평균± 표준편차
문제행동 총점(56) 50.5±12.0
      기타문제(56) 55.0±6.3
 사회적 미성숙(27) 54.7±5.6
      수면문제(29) 53.6±5.7
      사고문제(27) 53.6±6.8
-내재화(56) 52.6±10.9
      신체증상(56) 57.6±7.2
 정서적 반응성(29) 54.0±6.2
          위축(56) 53.9±5.8
     불안/우울(56) 53.5±5.3
-외현화(56) 49.1±11.1
      공격행동(56) 55.0±6.3
      주의집중(56) 53.3±5.0
      규칙위반(27) 53.7±4.2

삶의 질 평균± 표준편차
하위항목 소변조절 95.7± 6.9

신체상 92.2± 9.5
감정기능 90.2± 8.8
신체증상 88.7±10.2
대변조절 84.3±11.7
식이조절 83.5±14.8
변양상 81.7±13.1
사회활동 78.6±14.1 

총점 86.5± 6.9

표2.  정서행동문제의 서술적 통계                                     (N=56)

표3. 삶의 질의 서술적 통계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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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
배변기능

 평균±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남(37) 2.9±1.5 -0.769
여(18) 3.2±1.2

연령
6세미만(29) 2.8±1.5 -1.094
6세 이상(26) 3.2±1.2

보호자 
교육정도

중 고 졸(11) 3.4±1.3 0.734
전문대 졸업(13) 3.1±0.9
4년제 대학교 이상(30) 2.8±1.5

가족수입
200만원 미만(5) 2±1.2 4.461  c>a

200만원-400만원(21) 2.6±1.0

400만원 이상(29)
 3.5±1.5

유형

저위형(12) 3.8±1.6 1.666
중위형 (20) 3.0±1.3
고위형(14) 2.6±1.3
총배설강동,Currarino(9) 2.8±1.2

동반기형 
갯수

0(11) 3.4±1.6 0.272
1(21) 2.9±1.5
2(13) 3.1±1.0
3(9) 2.8±1.4
4(1)          3.0±0

동반기형
척추기형 있음(25) 2.7±1.1 -1.493
척추기형 없음(30) 3.3±1.6

관장여부
시행함(24) 2.9±1.1 -0.708
시행안함(31) 3.1±1.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변기능, 정서행동문제, 삶의 질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변기능은 <표4>와 같다. 가족수입에 따른 배변기능은 

200만원 미만이 2 ± 1.2점, 2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인 군은 2.6 ± 1.0점, 400

만원이상은 3.5 ± 1.5점으로 400만원이상인 군이 200만원 미만인 군보다 배변기

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p=.016), 가족수입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배

변기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변기능의 비교                         (n=55)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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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별 정서 행동문제는 <표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 행동

문제는 보호자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는데(p=.014), 보호자 교육 정도가 

고졸이하인 경우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60.7 ± 14.7로 높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인 

경우 내재화 문제가 50.2 ± 8.9로 낮아 보호자 학력이 낮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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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n)
정서 행동 문제

내재화 t or F Scheffe 외현화 t or F 문제총점 t or F

성별
남(37) 51.5±10.2 -.1.042 48.9±10.7 -0.235 49.8±11.4 -.544
여(19) 54.7±12.0 49.6±11.9 51.7±13.1

연령
6세미만(29) 51.8±10.4 -0.576 48.3±10.6 -0.604 49.7±10.9 -.521
6세 이상(27) 53.4±11.5 50.1±11.6 51.3±13.1

보호자 
교육
정도

고 졸 이하
(10)

60.7±14.7 4.68 53.3±15.7 1.14 57.6±16.0 2.898

전문대 졸업
(12)

51.7± 7.6 a>c 49.6± 7.8 50.5± 6.2

4년제 대학교 
이상(30)

50.2± 8.9 47.7± 9.9 48.3±10.8

가족
수입

200만원 미만
(5) 56.8±12.2 0.940 50.6±13.2 0.333 54.4±13.6 0.467

200만원-400만원
(22) 54.0±12.3 50.4±13.2 51.2±14.3

400만원이상
(29) 50.8± 9.5 48.0± 9.0 49.2± 9.9

유형

저위형(12) 52.6±12.1 0.820 48.9±11.8 1.530 50.8±12.2 1.14

중위형 (20) 52.7± 9.8 50.0± 7.9 51.1±10.0
고위형(14) 49.1± 9.4 44.6± 9.9 46.1±11.5
총배설강동
currarino(10) 56.0±13.5 54.0±15.5 55.0±15.4

동반
기형 
갯수

0개 57.7± 9.4 1.501 51.7±10.9 1.280 56.3± 9.6 1.910
1개 52.9±13.0 49.4±13.1 50.2±14.4
2개 51.2± 9.5 51.7± 9.5 51.3± 9.5
3개 46.7± 6.4 42.1± 5.6 42.2± 7.9
4개 60.0± 0 46.0± 0   56.0± 0

관장
여부

시행함(24) 53.5± 9.2 0.525 48.1± 9.2 -0.593 50.8±10.5 0.198

시행안함(32) 51.9±12.1 49.9±12.3 50.2±13.1

배변
기능

0-4점(46) 52.7± 9.9 1.87 48.6±10.0 0.367 50.34±10.9 0.989

5-6점(9) 47.9± 9.5 47.4± 8.4 46.7±10.1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 행동문제의 비교                        (N=5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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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의 비교는 <표 6>과 같다. 가족수입에 따른 삶의 

질은 200만원 미만은 93.1 ± 5.1점,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은 81.9 ± 3.8점, 400

만원 이상은 87.9 ± 7.1점으로  유의했으며(p=.037), 200만원 미만인 군이 200만원

에서 400만원인 군보다 점수가 높아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수입별 

삶의 질의 세부항목과 비교해보면 식이조절 항목(p=.027)과 변양상(p=.018)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식이조절 항목에서 400만원이상인 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인 군보다 점수가 높아 식이조절이 필요없어서 삶의 질이 높게 나왔고, 변양상에

서는 200만원 미만인 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인 군보다 점수가 높아 변양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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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n)
질병특이 삶의 질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남(17) 85.9±6.8 -0.546
여(9) 87.5±7.4

보호자 
교육정도

고 졸이하(5) 89.9±8.1 1.065
전문대 졸업(6) 88.1±6.3
4년제 대학교 이상(14) 85.1±6.5

가족수입 200만원 미만(2) 93.1±5.1 3.824 a>b

200만원-400만원(8) 81.9±3.8

400만원이상(16) 87.9±7.1

유형

저위형(4) 90.4±8.2 0.850
중위형 (11) 86.9±6.8
고위형(6) 85.8±7.6
총배설강동,Currarino(5) 83.1±5.2

동반기형

척추기형 있음(13) 86.1±6.7 -.258
척추기형 없음(13) 86.8±7.3
심장기형 있음(5) 89.3±5.7 1.032
심장기형 없음(21) 85.8±7.1
신장기형 있음(12) 87.4±7.6 0.641
신장기형 없음(14) 85.6±6.4 0.132

동반기형
 갯수

0(7) 87.8±6.6 0.921
1(8) 83.3±8.1
2(8) 87.2±6.3
3(3) 89.9±4.9

관장여부
시행함(12) 85.8±6.6 -0.415
시행안함(14) 87.0±7.3

삶의 질 
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200만원 미만(2)  200만원-400만원(8)  400만원이상(16) 

식이조절 84.0±22.6 72.4±14.8 89.1±11.5 4.3  c>b
변양상          100± 0 73.5± 8.4 83.5±13.0 4.78  a>b
배변조절 91.5± 2.1 78.8± 5.2 86.1±13.8 1.5
소변조절 93.5± 9.2 94.3± 7.2 96.8± 6.9 0.433
사회활동 91.5±12.0 71.5± 6.4 80.6±15.7 2.2
감정기능 97.5± 3.5 86.0± 6.0 91.3± 9.8 1.820
신체상 93.5± 9.2 92.1±11.5 92.0± 9.1 0.021
신체증상 95.0± 1.4 88.4± 6.1 88.1±12.2 0.398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비교                               (n=26)

p < .05

표 7. 가족수입에 따른 삶의 질 세부 항목의 비교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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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상관계수
삶의 질과             배변기능 .303
삶의 질과        문제행동 총점 .038
삶의 질과               내재화 .084
삶의 질과                외현화 -.112

비교항목 상관계수
배변기능과        문제행동 총점 -.070
배변기능과               내재화 -.118
배변기능과               외현화 .058

4. 배변기능과 정서 행동 문제, 삶의 질의 상관관계 

 배변기능과 정서 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는 <표 8>, 삶의 질과 배변기능, 정서 행

동 문제의 상관관계는<표 9>와 같다. 

 삶의 질의 세부 항목과 배변기능,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문제와 상관관계는 <표 

10>와 같다. 배변기능과 식이조절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배변기능과 대변조절

은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7)로 나타났다. 배변기능과 소변조절(p=.015), 

감정기능(p=.012)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감정기능 항목은 신체상 항

목과 함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배변기능이 좋을수록 자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배변기능과 정서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n=55)

p < .05

표 9. 삶의 질과 배변기능, 정서 행동문제의 상관관계                    (n=2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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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상관계수
세부항목     배변기능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
식이조절         .440 -.032 -.190 -.089
변양상         .183  -.114 -.049 -.096
대변조절         .513 .091 .315 .165
소변조절         .472 -.143 -.071 -.092
사회활동         .156 .085 -.068 .009
감정기능         .484 .069 -.100 .063
신체상        -.080 .027 -.156 -.026
신체증상        -.038 -.198 -.116 .206

표10. 삶의 질에서 세부 항목과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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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배변기능, 정서행동문제,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과 비교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시

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배변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시행한 연구와 달리 아동의 정

서 행동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정

서행동문제 도구와, 국외에서 개발된 질병특이 삶의 질 도구를 국내에 최초로 적

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의 항문직장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배변기능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대상자의 항문직장기형의 유형으로 중위형이 35.7%로 가장 많았고, 고위형이 

25%, 저위형 21.4%, 총배설강동, Currarino 증후군이 17.9%를 차지했는데, 이는 

Amae et al.(2008)와 Ludman & Spitz(1995)의 저위와 고위가 많고 중위가 작은 

형태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고위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총 배설강동을 포함시키지 않고 분류하였기 때문에 고위형의 수가 줄었으며, 

한편으론 항문직장기형 자체의 분류의 어려움으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한석주, 2006). 

동반기형으로는 척추기형을 가진 경우가 44.6%, 비뇨 생식기계 기형이 42.9%

로 나타나 척추기형은 48%, 비뇨기계 기형이 45%로 나타난 Hassink et al. (1994)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심장기형은 본 연구에서 32.1%로 Hassink et al. (1994)의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손, 발 기형이 7.1%로 Hassink et al. (1994)의 

21%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반기형이 없는 아동은 19.6%에 불과하였고 그 외의 아

동은 1개 이상의 동반기형을 가지고 있었다. 배변기능은 5, 6점으로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가진 아동은 14.3%에 불과하였고, 3점이 42.9%로 가장 많았고, 2점 이하인 

아동도 28.6%로 분포하여,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배변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2점 

이하인 27%는 자주 배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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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한 배변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7~36%라고 보고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범

위 안에 포함 되나, 기존 연구에서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배변기능을 평가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행동문제는 또래집단 점수 분포를 토대로 한 T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내재

화,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으로 분석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감정을 통제하는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외현화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임상, 준임상 범위로 분류한 결과, 준임상 문제가 있는 

아동은 56명중 8명으로 14.2%, 임상범위인 아동은 7명으로 12.5%로 나타났다. 이

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서행동문제의 문제행동 총점이 2.2%, 내재

화 문제는 2.2%, 외현화 문제는 2.1%가 임상범위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온 

결과로 항문직장기형 아동이 일반 환아보다 정서 행동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한다(김재원, 박기홍, & 최민정, 2004). Ludman 과 Spitz(1995)의 아동 행동

문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정신과적 문제 발병율이 29%

이며, 경한 정도는 10%, 중증도의 문제인 경우 19%로 정상집단인 1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내재화와 문제행동 총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호자 교육정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내재화 점수가 낮게 나타나 보호자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내재화 문제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8, p=.014). 이는 Ludman 과 Spitz(1995)의 부모

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문제행동이 낮은 결과와 비슷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배변기능의 비교에서 가족수입이 높을 수록 배변기능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F=4.461, p=.016),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아동의 배변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여 배변기능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그리고 6세미만인 아동의 배변기능과 6세 이상 아동의 배변기능 점

수는 연령이 높은 경우가 점수가 높아 배변기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배변기능이 좋아진다는 Rintala(2001)의 연구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고위형이 저위형보다 배변기능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어 기존의 질병의 심각도와 배변기능간의 관계는 어느 쪽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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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없는 결과이다. 관장을 시행하는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의 배변기능보다 

점수가 낮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어, 관장을 시행함으로 관장을 한 군이 하지 않은 

군과 유사한 정도의 배변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세부항목 중 사회활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o et 

al.(2010)의 연구에서 삶의 질 점수와 비교하면 감정기능은 85.7, 신체상은 87.0으

로 비교적 높고, 대변조절은 79.9, 소변 조절은 82.6, 신체증상은 76.2 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상과 감정기능이 각각 92.2, 9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신체증상과 대변조절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소

변조절은 본 연구에서는 95.7로 가장 높은 항목이어서 Grano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Grano et al.(2010)의 연구에서 성인의 감정기능, 신체상, 

신체증상이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기능과 신체상의 점수가 성인

이 아동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로 성인이 아동보다 자신의 질병과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도 신체상, 감정기능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나 12세 미만의 아동을 측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삶의 질은 일반적 특성 중 경제적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00만원 이

하인 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나타냈

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가족수입별 질병특이 삶의 질의 세부항목을 비교해 보

면 배변양상 항목에서 200만원 미만인 군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군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수입이 높

을 수록 배변기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배변기능과 

상관관계에서 변양상은 상관관계가 없고, 대변조절 항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513, p=.007) 변 양상과 배변기능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Grano et al.(2010)과 Hanneman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변양상 문항은 신뢰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삶의 질은 6세 이상의 아동에서 측정한 결과여서 대상자 군이 학령기로 다르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의사소통, 또래관계, 학교 성적

이 영향요인이라고 하여 변 양상이나 배변기능보다 다른 요인이 삶의 질에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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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된다(신희건 외, 2010).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배변기능이 떨어지면 내재화 문제와 문제행동 

총점은 높아지고 외현화 문제는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어서 배변기능과 정서행동문제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연구결과와 비슷하

였다(Ludman & Spitz, 1995). 한편, 배변기능에 문제가 있는 군은 그렇지 않은 군

보다 문제 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Bai, 

Yuan, Wang, Zhao, Wang, Wang, 2000).  

배변기능과 질병특이 삶의 질의 세부항목 중 식이조절, 대변조절, 소변조절, 감

정기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대변조절 기능과 배변기능을 측정

하는 Kelly score의 상관관계가 높아(r=.513, p=.007) 두 도구가 같은 항목을 측정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변기능과 소변조절 기능의 양의 상관관계는 항문직장기

형이 비뇨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환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Levitt & Pea, 

2007). 또한 배변기능이 좋으면 감정기능이 높아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배변기능에 문제가 있을수록 감정기능, 신체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Grano et al., 2012). 그리고 사회활

동점수가 78.6점으로 가장 낮으나 배변기능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어 배변기능

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변지림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회활동 감소와 연관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은 14.3%의 아동만이 정상 배변기능

을 가지며, 이는 기형의 유형이나 동반기형의 종류와 개수와는 관계가 없었다. 정

서행동문제의 문제 가능성이 정상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배변기능과는 관

련이 없었다. 이는 문헌고찰에서 항문직장기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있을 것이

나, 배변기능과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배변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대다수의 아동이 정상적인 배변기능을 가지

지 못하므로 배변조절 프로그램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배변기능과 

관계없이 정서행동문제에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알고 주의깊게 추적관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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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를 연구자의 편의대로 편의추출하

였으며,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고위형보다 저위형이 배변기능이 좋았으나 유의한 관계는 

없어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질병특이 삶의 질 도구가 비록 국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도구

이나, 국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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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배변조절 기능, 정

서행동문제와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삶의 질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한 목적

으로 시행하였다. 

2013년 4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 대학병원에서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255명 중 57명이 자발적 

동의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응답한 57명 중 1명이 결측값으로 제외되어 연구대상

은 최종 56명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전한 배변기능을 가진 아동은 14.3%로 나타났다. 임상

범위의 정서행동문제는 12.5%, 준임상 범위의 정서행동문제는 14.2%로 나타나, 국

내 정상 집단의 2.2%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많은 수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하여 

항문직장기형 아동에서 정서 행동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정서행동문제는 보호자 교육정도가 관련이 있었으며, 보호자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배변기능은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배변기능

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배변기능에 관심을 가지

고 조절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삶의 질도 가족수입의 

수준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는데, 앞의 배변기능과는 달리 가족수입의 수준이 낮은 

아동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아

동의 삶의 질은 학령기에 영향미치는 다른 요인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배변기능과 식이조절, 대변조절, 소변조절, 감정기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로 나타나 배변기능이 좋을수록 식이조절이 필요 없고, 대변조절, 소변조절이 잘 



- 36 -

되며, 감정기능이 높아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의 배변기능은 80%이

상에서 완전하지 못하며, 정서 행동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배변기능과 삶의 질의 세부항목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후 배변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

요하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이 점을 교육시켜 아동의 정서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2. 제언

 항문직장기형 교정술을 받은 아동은 정서행동문제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정서행동문제 평가 척도는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의심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이용하기에 유용한 도구로 생각된다. 그러나 100여개의 문

항으로 빠르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외래진료 중에 사용하기는 부적합하여, 진료 중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의 축소판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추적 관찰 중 정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정술이 끝난 대상자의 추적관찰이 1년에 1회 또는 2회로 빈번하지 않아 자

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복 연구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선행연구

와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구의 통일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

변기능을 측정하는 Kelly score와 질병특이 삶의 질을 따로 측정하였으나, 질병특

이 삶의 질의 대변조절 항목이 Kelly score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배변기능

을 제외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연구자의 편의대로 임의추출한 것으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국내 현황에 대해 더 많은 환아를 대상으

로 반복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학령기 아동을 포함할 때는 학령기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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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들을 자료수집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배

변기능, 정서행동문제나 삶의 질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질병특이 삶의 질 도구가 비록 국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도구

이나, 국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여 국내의 상황에 맞게 

문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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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
요.

➀ 또래와 같은 학년에 다닌다.
➁ 또래보다 아래학년에 다닌다.

6-2) 지난 6개월간 질병과 관련하여학교
에 결석은 몇 번 하였습니까? 

➀ 없다   ➁ 1~2회 
➂ 3~6회  ➃ 7회 이상

부록 1. 설문지 

(아래는 부모님이 작성해 주십시오.)

1. 아동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cm),  몸무게(        kg),

   2.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➀ 부모  ➁조부모 ➂ 형제  ➃ 고용인 ➄ 기타  

3. 보호자의 교육 정도는? 

  ➀ 중학교 졸업 ➁ 고등학교졸업 ➂ 전문대 졸업  ➃ 대학교 졸 ➄ 대학원 이상  

4. 가족 형태는 무엇입니까? 

 ➀ 양부모 가족  ➁ 한 부모 가족  ➂ 조손 가족 ➃ 기타(      )

5. 가족의 한 달 수입 정도는? 

➀ 200만원 미만 ➁ 200만원 –  400만원 미만 ➂ 400만원-600만원 ➃ 600만원 이상 

6. 아동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➀ 예 (6-1, 6-2 에 답하세요)       ➁아니오

(7-9번)  0, 1, 2점 중 지난 2주간 비추어볼 때 해당하는 곳에  O 하세요. 

(0점: 매일.  1점: 가끔, 2점: 전혀 없다 )  

7. 대변을 지리는 일이 있다. (  0,  1,   2 )

8. 대변을 팬티에 묻히는 일이 있다. ( 0,   1,    2)

9. 주관적으로 느끼는 괄약근의 세기가 어떤가요?

(  0(없다),  1(약하다),2(강하다))

10. 다른 동반기형을 모두 고르세요 

➀척추 ➁ 심장 ➂식도  ➃신장 ➄손발  ➅없음  ➆ 기타

11.배변조절을 위해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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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지난 2주간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곳에 체크(V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매 우 

자 주 

그 렇

다.

1.변을 무르게 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는다. 

2.변이 무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음식을 피한다. 

3.변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는다.

4.변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음식을 피한다. 

5. 무른 변을 본다.

6.하루에 4번 이상 무른 변을 본다.

7.단단한 변을 본다.

8.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9. 화장실에 가기 전에 변을 지린다.

10. 낮동안 팬티에 대변이 묻는다.

11. 밤동안 팬티에 대변이 묻는다.

12. 자는동안 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13. 체육 활동하는 동안 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14. 웃거나 울 때 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15.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16.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이 나온다.

17. 신체활동 중에 소변이 나온다.

6-12세 아동용 삶의 질 질문지(아동이 직접 답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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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웃거나 울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19.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

다.

20. 일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21. 학교출석에 어려움이 있다. 

22.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잘 수 있다.

23.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24. 내가 남과 다른 것 같이 느껴진다.

25.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26. 다른 사람이 내 대변냄새를 맡을까 두렵다.

27. 수업시간 중 화장실 가는 것이 부끄럽다.

28.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놀림받는 것 같다.

29. 나는 덜 매력적이다

30. 내 몸이 불만이다

31. 배가 부른 것 같다.

32. 대변이 차 있어도 화장실이 급하지 않다.

33. 변이 급하지 않을 때에 화장실을 간다.

34. 대변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35. 방귀와 대변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36. 배에 가스가 차 있는 것 같다. 

37. 가스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

38. 배가 아프다

39. 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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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내재화

정서적 
반응성

늘 하던 일과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
를 모른다.
몸을 움찔거리는 등 신경과민성 동작을 보인다.
별다른 이유없이 크게 겁에 질린다.

불안
우울

어른들에게 붙어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마음이 쉽게 상한다.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 한다.

신체증상

(뚜렷한 의학적 원인없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을 못 견뎌한다. 
(병으로 아프지 않은 평상시에도)변비가 있거나 변을 못 본다.

위축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피한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한다.

외현화

주 의 집 중
문제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
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설프다.

공격행동
모든 것을 당장 들어줘야 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
반항적이다.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들어주어야 한다.

문 제 행
동 총점 
( 내 재 화
+ 외 현
화)

수면문제
혼자 자려고 하지 않는다.
잠들기가 어렵다.
악몽을 꾼다.

기타문제
새로운 것을 해보길 겁낸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씹는다.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려 한다. 

정서행동문제 1.5-5세용 요인별 문항 3가지 

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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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내재화

불안
우울

잘 운다.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제외)를 두려워 한다.
학교에 가는 것을 겁낸다.

위축
우울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신체
증상

악몽을 꾼다. 
변비가 있거나 변을 못 본다.
어지러워 한다.

외현화

규칙
위반

부모님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신다.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
는 것 같지 않다.
집이나 학교 또른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공격
행동

말다툼을 많이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문제행동
총 점 ( 내
재화, 외
현화)

사 회 적 
미성숙

어른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외로움을 호소한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사고
문제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한다: 강박사고(구체적 내
용: )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환청)(구체적 
내용: )

주 의 집
중문제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기 타 문
제

대변을 아무데서나 본다.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정서행동문제 6-18세용 요인별 문항 3가지

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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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Bowel control,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an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Repaired of Anorectal Malformation 

     Seonae, Ryu

     Child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bowel control,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 an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fter repair of anorectal malform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November, 2013, and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at Severance Hospital. Of 253 children who 

undergone surgery for anorectal malformation and being follow up at the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56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Included 

from 1 and half years to 12years old patients and excluded who were known 

to be developmental delay and Down's syndrome.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t the out patient clinic and also by mail 

who were not visit to the clinic for the study perio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Kelly score for bowel control, Korean Child 

Behavioral Checklist(K-CBCL) and Hirschsprung disease/Anorectal malformation 

quality of life(HAQL)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Hanneman et 

al.(2001) for disease specific quality of life. The SPSS 2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o identify the variables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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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Following are results of the study:

1) Eight patients(14.3%) were fully continent, average Kelly score was 3.0 ± 

1.4 and most children had 3 Kelly score by 24(42.9%) after surgically corrected 

anorectal malformation. The mean total behavioral problem T score was 50.5 ± 

12.0. The mean internalizational and externalizing T score was 52.6 ± 10.9,   

49.1 ± 11.1, respectively. 14.2% were subclinical range and 12.5% were clinical 

range of behavioral problem from these group. The mean HAQL score was 

86.5 ± 6.9. The urinary incontinence is the most highest mean score, 95.7 ± 

6.9, and the lowest mean score was social activity, 78.6 ± 14.1. It was 

appeared the social activity was the most difficult factor for these group. 

2) Of all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income was a significant factor related 

to fecal incontinence(F=4.461, p=.016). Above 4,000,000 won group had better 

fecal incontinence than below the 2,000,000 won group. 

 Higher parental educational level goup had a significant lower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 than lower parental educational level group(F=4.68, p=.014). 

Below 2,000,000 won group of family income was a significant higher HAQL 

than from 2,000,000 won group to 4,000,000 won group(F=3.824, p=.037). 

3) Diet control(r=.472, p=.015), fecal continence(r=.513, p=.007), urinary continence(r=.472, 

p=.015), emotional function(r=.484, p=.012)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bowel control.

 As a result, it was 14.3% who achieved fecal continence and identified higher 

behavioral problem risk rather than normative group.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ecal continence and HAQL. Therefore, the bowel 

management program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better bowel control. 

Furthermore, these group is easily influenced by behavioral problem regardless 

of bowel function. It is necessary to follow up carefully for the early detection 

of psychological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