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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of Verbal Expression of Stool, Bristol Stool Form Scale
and Colon Transit Time for Children with Gastrointestinal Symptoms

Yong Ju Lee, M.D. and Ki Sup Chu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among descriptions regarding one's 

stool, Bristol stool form scale and colon transit time (CTT) in children with gastrointestinal symptoms, 

along with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Bristol stool form scale. 

Methods: 489 patients treated in the pediatric department of Severance hospital with gastrointestinal 

symptoms between May 2002 to May 2004 were included. We analyzed their age, sex, verbal 

descriptions of stool, Bristol stool form types, and CTT measured by Metcalf's method. 

Results: 116 children were under 5 years of age, 202 children between 5.1∼10, and 171 children 

10 years of age or older. Their mean age was 8.2±3.9 years. Stools were described as loose in 

65 children (13.3%), normal in 221 (45.2%), hard in 188 (38.4%), and mixed (loose+hard) in 15 

(3.1%). According to Bristol stool form scale, 57 children(11.7%) were classified as type 1, 66 (13.5%) 

as type 2, 203 (41.5%) as type 3, 109 (22.3%) as type 4, 36 (7.4%) as type 5, 18 (3.7%) as type 

6, and 1 (0.2%) as type 7. Their mean CTT was checked 35.9±19.5 hours. Though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age and CTT (p=0.4),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noted among 

patient's stool description, Bristol stool form scale and CTT (p＜0.001). However, concordance 

between stool description and Bristol stool form was relatively low in the loose stool group (29%) 

and normal stool group (37%) while high in the hard stool group (87%). 

Conclusion: Bristol stool form scale could be used in the estimation of CTT in clinical practice.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5; 8: 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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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장통과시간은 소화관의 생리 및 배변 상태 변

화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장

통과시간이 빠른 경우 소장과 대장 모두에서 흡수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며
1∼3)

, 장내 세균총의 변화, 

대장의 산성화로 인한 변절박증, 후중감, 변실금 등

과 함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6)

. 이와 반대

로 대장통과시간이 느린 경우 장내 세균총의 증식, 

담즙산과 에스트로겐 흡수증가로 인한 혈중 농도의 

증가, 배변장애와 과민성 장증후군 등 여러 소견들

이 나타날 수 있다
4,6∼8)

.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방

사성 표지자(radio-active marker), 색소, 비흡수성 물

질 등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지

자(radio-opaque marker)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9). 

1969년 Hinton 등
10)이 대장통과시간 검사를 처음 시

행하 고, Arhan 등
9)은 대장의 구획 별로 통과시간

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 으며, Metcalf 등
11)은 

이를 보다 간편하게 수정하여 보고하 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하는 데 수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1986년 Davies 등
12)은 대장통과시간을 예측하기 위

한 단순한 방법으로 대변형태척도(stool form scale)

를 고안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대변형태척도와 대장

통과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 사용한 대변형태 분류 중 일부는 수세식 변기 속

에 있는 대변의 형태를 기술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훈련되지 않은 일반 환자가 기술하기에는 너무 복

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수세식 변기 안의 대변형태

를 기술하기 위한 ‘Bristol 대변형태척도(Bristol stool 

form scale)'가 고안되었다
13∼15). 그 후 Degen과 Phil-

lips
16)에 의해서 대장통과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Bristol 대변형태척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Bristol 대변형태척도는 임상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 역에서는 그 타

당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소

아 환자를 대상으로 환아가 진술하는 대변의 표현

형과 Bristol 대변형태척도 및 대장통과시간과의 상

관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Bristol 대변형태척도의 임

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소화기 증상을 주

소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489명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환아가 진

술하는 대변의 표현형, Bristol 대변형태척도에 따른 

대변형태,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 다. 환아들은 

연령에 따라 5세 이하, 5세 초과부터 10세, 그리고 

10세 초과로 분류하 으며, 대변표현형은 환아들의 

진술에 따라, 묽은 변, 정상 변, 굳은 변 및 굳은 변

과 묽은 변의 교대형으로 구분하 다. Bristol 대변

형태척도는 type I: 단단한 염소 똥 또는 밤톨 모양, 

type II: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소시지 모양, type III: 

표면이 갈라진 소시지 모양, type IV: 부드러운 소시

지 모양, type V: 물 물 한 수제비 모양, type VI: 

죽처럼 풀어진 모양, type VII: 물설사로 총 7단계로 

구분하 다(Table 1). 대장통과시간 측정은 Metcalf 

등
11)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방사선 불투과성 표지

자 24개가 들어있는 Sitzmark
R (Konsyl Pharmaceu-

ticals, Inc. MD, USA) 캡슐, 또는 방사선 불투과성 

Table 1. Bristol Stool Form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ype 1 Separate hard lumps, like nuts

 (단단한 염소 똥 또는 밤톨 모양)

Type 2 Sausage-shaped but lumpy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소시지 모양)

Type 3 Like a sausage or snake but with

 cracks on its surface

 (표면이 갈라진 소시지 모양)

Type 4 Like a sausage or snake, smooth and soft

 (부드러운 떡가래 또는 소시지 모양)

Type 5 Soft blobs with clear-cut edges 

 (물 물 한 수제비 모양)

Type 6 Fluffy pieces with ragged edges, a mushy

 stool (죽처럼 풀어진 모양)

Type 7 Watery, no solid pieces (물설사)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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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자 20개가 들어있는 KolomarkTM ((주)엠아이텍, 

평택, 대한민국) 캡슐을 연 3일간 매일 아침 9시에 

한 캡슐씩 복용한 후 4일째 아침 9시에 단순 복부 

촬 을 실시하 다. 대장통과시간은 4일째 시행한 

복부사진에서 발견되는 표지자의 수에 Sitzmark
R 

(Konsyl Pharmaceuticals, Inc. MD, USA) 캡슐을 복용

한 경우 1을 곱한 값으로 하 고, Kolomark
TM ((주)

엠아이텍, 평택, 대한민국) 캡슐을 복용한 경우 1.2

를 곱한 값으로 하 다. 통계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ANOVA, χ
2-test, Spearman 상관계수 등으

로 분석하 다. 

결      과

    1. 환아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대상 환아 489명의 평균 연령은 8.2±3.9세 으며, 

남아가 235명(48.1%), 여아가 254명(51.9%)이었다. 5

세 이하는 116명으로 남아가 53명(45.7%), 여아가 

63명(54.3%), 5세 초과부터 10세 이하는 202명으로 

남아가 100명(49.5%), 여아가 102명(50.5%)이었으

며, 10세 이상은 171명으로 남아가 82명(48.0%), 여

아가 89명(52.0%)이었다(Table 2).

    2. 연령그룹과 대장통과시간과의 상관관계 

  전체 평균대장통과시간은 35.9±19.5시간이었으

며, 5세 이하는 37.9±17.7 시간, 5세 초과 10세 이하

는 35.8±19.3 시간, 10세 초과는 34.7±20.9 시간이

었다. 연령그룹에 따른 평균대장통과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4) (Table 3). 

    3. 대변표현형과 대장통과시간과의 상관관계 

  환아가 진술한 대변표현형은 묽은 변, 정상 변, 굳

은 변, 및 굳은 변과 묽은 변의 교대형이 각각 65명

(13.3%), 221명(45.2%), 188명(38.4%), 15명(3.1%)이

었으며, 묽은 변으로 진술한 환아들의 평균대장통

과시간은 27.7±19.3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정상 변

은 32.8±19.3시간, 굳은 변 42.2±18.3시간으로 측

정되어 묽은 변에서 굳은 변으로 이행함에 따라 평

균대장통과시간도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1). 

굳은 변과 묽은 변의 교대형으로 진술한 환아들의 

평균대장통과시간은 36.6±21.5시간으로 정상 변보

다는 길었다(Table 4).

Table 2. Age and Sex Distribution of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patients
Age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

Male (%) Female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years  53 (45.7)  63 (54.3) 116 (23.7)

5.0∼10 years 100 (49.5) 102 (50.5) 202 (41.3)

＞10 years  82 (48.0)  89 (52.0) 171 (3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235 (48.1) 254 (51.9) 489 (1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ge Group and Mean 
Colon Transit Ti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MCTT* (h)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years 116 (23.7) 37.9±17.7

＞5.0∼10 years 202 (41.3) 35.8±19.3

＞10 years 171 (35.0) 34.7±20.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89 (100) 35.9±19.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CTT: mean colon transit time. p=0.4 by ANOVA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atient's Stool Expression 
and Mean Colon Transit Ti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MCTT* (h)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ose  65 (13.3) 27.7±19.3

Normal 221 (45.2) 35.8±19.3

Hard 188 (38.4) 42.2±18.3

Mixed
†  15 (3.1) 36.6±2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89 (100) 35.9±19.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CTT: mean colon transit time, †Mixed: loose stool+

hard stool. p＜0.001: b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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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ristol 대변형태척도와 대장통과시간과의 

상관관계

  Bristol 대변형태는 type 1부터 type 7까지 각각 57명

(11.7%), 65명(13.3%), 203명(41.5%), 109명(22.3%), 

36명(7.4%), 18명(3.7%), 1명(0.2%)이었으며, 각각의 

평균대장통과시간은 각각 43.6±18.6시간, 38.9±

19.6시간, 36.9±19.1시간, 33.3±19.4시간, 25.6±

17.0시간, 26.4±20.3시간, 27.6시간이었다. Bristol 대

변형태가 type 1에서 type 5로 변함에 따라 평균대장

통과시간은 43.6±18.6시간에서부터 25.6±17.0시간

까지 점차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p＜0.001), 

환아 수가 많지 않았던 type 6과 type 7에서도 비교

적 평균대장통과시간은 짧았다(Table 5). Bristol 대

변형태 type 1부터 type 7까지를 순위변수로 간주하

여 비율변수인 대장통과시간과의 Spearman 상관관

계를 구하 을 때 상관계수 r=-0.23이었다(Table 5).

    5. 대변표현형과 Bristol 대변형태의 상관관계 

  환아가 진술하는 대변의 표현형이 묽은 변이었던 

환아 65명 중 Bristol 형태는 type 2에서부터 type 7까

지 각각 4명, 8명, 9명, 25명, 18명, 1명으로 type 6-7

을 묽은 변으로 정의하 을 때 일치율은 29% 으

며, 정상 변이었던 환아 221명 중 Bristol 형태는 type 

1에서부터 type 5까지 각각 2명, 16명, 121명, 75명, 

7명으로 정상 변을 type 4∼5로 정의하 을 때 일치

율은 37%이었다. 굳은 변 환아 188명의 Bristol 형태

는 type 1에서부터 type 5까지 각각 53명, 44명, 67명, 
Table 5. Correlation between Bristol Stool Form Scale 
and Mean Colon Transit Ti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MCTT* (h)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ype 1  57 (11.7) 43.6±18.6

Type 2  65 (13.3) 38.9±19.6

Type 3 203 (41.5) 36.9±19.1

Type 4 109 (22.3) 33.3±19.4

Type 5  36 (7.4) 25.6±17.0

Type 6  18 (3.7) 26.4±20.3

Type 7   1 (0.2) 27.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89 (100) 35.9±19.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CTT: mean colon transit time. r=-0.23, p＜0.001: by 

Spearman correlation test.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atient's Stool Expression and Bristol Stool Form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ose  0  4   8  9 25 18 1

Normal  2 16 121 75  7  0 0

Hard 53 44  67 23  1  0 0

Mixed  2  1   7  2  3  0 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ixed: loose stool+hard stool. p＜0.001: by χ2-test.

Table 7. Degree of Agreement between Patient’s Stool 
Expression and Bristol Stool Form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ype 1+2 Type 4+5 Type 6+7

Total
+3 (Hard) (Normal) (Loo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ose  12 (18) 34 (52) 19 (29)  65 (100)

Normal 139 (63) 82 (37)  0 (0) 221 (100)

Hard 164 (87) 24 (13)  0 (0) 188 (100)

Mixed  10 (67)    (33)  0 (0)  15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25 145 19 489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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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1명이었으며 굳은 변을 type 1∼3으로 정의하

을 때 일치율은 87% 다. 굳은 변과 묽은 변의 교

대형 환아 15명의 Bristol 형태는 type 1에서부터 

type 5까지 각각 2명, 1명, 7명, 2명, 3명이었다. 이와 

같이 대변표현형과 Bristol 형태는 유의한 상관관계

(p＜0.01)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치율은 묽은 변 

29%, 정상 변 37%, 굳은 변 87%로 대변표현형이 굳

은 변으로 감에 따라 높았고, 묽은 변으로 갈수록 

일치율은 현저히 낮았다(Table 6, 7).

고      찰

  대변형태척도는 외래환자의 대장통과시간을 추

정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12)
. 이 방

법은 방사선 노출이 없으며, 대변을 직접 눈으로 볼 

필요가 없고, 환자가 자신의 대변모양을 기억해서 

몇 개의 대변형태의 모형 중에서 자신의 대변모양

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선택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Davies 등
12)
이 고안한 8단계의 대변형태척도는 대장

통과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r=0.93),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수세식 변기 안에 떠있는 대변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었다. O'Donnell 등
13)은 Davies 등12)이 고안한 대변

형태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수세식 변기 안의 대변

형태를 바탕으로 한 Bristol 대변형태척도를 고안하

으며, Bristol 대변형태척도는 대장통과시간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r=0.78). 

Degen과 Phillips
16)
도 Bristol 대변형태척도와 대장통

과시간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 다. 

또한, Lewis와 Heaton
17)
은 하제나 위장운동촉진제 

투여 후에 대장통과시간의 변화와 Bristol 대변형태

척도의 변화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 고, 이는 Bristol 대변형태척도가 대장통과시

간의 변화를 추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소

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Bristol 대변형태척

도와 대장통과시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Bristol 대변형태척도와 대

장통과시간과의 상관관계는 p＜0.001로 유의하 으

나, 상관계수는 r=-0.23으로 O'Donnell 등
13)의 r= 

0.78과 Davies 등
12)의 r=0.93보다 낮았다. 이러한 원

인은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관찰자의 

관찰 정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및 O'-

Donnell 등
13)의 연구(r=0.78)에 비해 잘 훈련된 관찰

자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Davies 등
12)의 연구(r= 

0.93)에서 대변형태척도와 대장통과시간의 상관계

수가 더 높은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

이다. 본 연구에서도 소아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

에 관찰력이 떨어져 상관계수가 낮아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Bristol 대변형태척도와 대장통과시간과

의 상관계수가 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대변형태가 대장의 특정 부위에 머무르는 시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Degen과 Phillips
16)
는 

대변 형태가 대변이 대장의 특정 부위에 머무르는 

시간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 다. 따라서 Bris-

tol 대변형태와 대장통과시간과의 상관계수가 r=1이 

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관찰자의 정확한 관찰 능력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찰자의 관찰 능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환자가 Bristol 대변형태척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자가 잘못된 형태를 선택하

지 않도록 Bristol 대변형태척도의 표현을 환자가 이

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거나 추가하는 데 있다. 즉 

Bristol 대변형태 type 2와 type 5는 쉽게 혼동이 되는

데, type 5는 보다 쉽게 배변하는 형태라는 언급이 

있을 때 쉽게 구분된다
18).

  환아가 진술한 대변의 표현형과 Bristol 대변형태

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Bristol 대변형태척도의 또 

다른 임상적 유용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묽은 변을 

보는 것으로 진술한 환아 65명 중 type 6과 type 7을 

선택한 환아는 19명으로 일치율은 29%에 지나지 않

았고, 정상 변으로 진술한 221명 중 type 4와 type 5

를 선택한 환아는 82명으로 일치율은 37% 고, 굳

은 변을 보는 것으로 진술한 환아 188명 중 type 1-3

을 선택한 환아는 164명으로 일치율은 87% 다. 즉 

일치율에서 볼 때 묽은 변에서는 표현이 부정확함

을 알 수 있었고, 굳은 변으로 갈수록 표현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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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환아는 

묽은 변을 본다고 진술하 으나 이에 대한 Bristol 

대변 형태의 일치율은 29%로 나타난 것은 굳은 변 

또는 정상 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을 보

는 횟수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설사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치율이 87%로 높았던 굳은 변을 보

는 환아에서도 대변형태와 대장통과시간은 정상인

데도 지속되는 후중감이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변비

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19).

  결론적으로 Bristol 대변형태척도 측정은 대장통

과시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환아에 있어서 대장

통과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요      약

  목  적: Bristol 대변형태척도는 대장통과시간을 

예측하는 간단한 방법이나 임상적으로 또는 연구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소화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아의 대변표현형, Bris-

tol 대변형태척도와 대장통과시간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 상호간의 연관성 및 Bristol 대변형

태척도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소화기 

증상으로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 내원

한 489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대변의 

표현형, Bristol 대변형태를 기술하고, 방사선 불투

과성 표지자(Sitzmark
R 
또는 Kolomark

TM
) 24개 또는 

20개를 연속적으로 3일간 복용시킨 후 4일째 복부 

방사선 사진을 촬 하여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내원한 환아의 평균 연령은 8.2±3.9세로 

5세 이하 116명, 5세 초과부터 10세 이하 202명, 

10세 초과 171명이었다. 대변표현형은 묽은 변 65

명(13.3%), 정상 변 221명(45.2%), 굳은 변 188명

(38.4%), 묽은 변과 굳은 변이 교대하는 환아가 

15명(3.1%)이었고, Bristol 대변형태는 type 1이 57

명(11.7%), type 2가 66명(13.5%), type 3이 203명

(41.5%), type 4가 108명(22.1%), type 5가 36명(7.4%), 

type 6이 18명(3.7%), type 7이 1명(0.2%)이었다. 환

아의 평균대장통과시간은 35.9±19.5시간이었다. 연

령군과 평균 대장통과시간은 상관관계(p=4)가 없

었다. 환아의 대변표현형, Bristol 대변형태, 대장통

과시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01)

를 보 으며, 환아가 진술한 대변표현형과 Bristol 

형태는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가지고 있었

으나, 일치율은 묽은 변 29%, 정상 변 37%, 굳은 

변 87%로 대변표현형이 굳은 변으로 감에 따라 높

았고, 묽은 변으로 갈수록 일치율은 현저히 낮았

다.

  결 론: 대장통과시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환

아에 있어서 Bristol 대변형태척도를 이용하여 대

장통과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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