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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ing disorders are psychiatric disorders characterized by abnormal eating patterns and
cognitive distortions related to food, weight and shape, which is in turn result in adverse
effects on nutrition status, medical complications, and impaired health status and functio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SM-Ⅳ-TR offers two diagnoses to describe
disordered eating: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third category, eating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EDNOS) include binge eating disorder. The prevalence of eating disorder
has greatly increased amo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s since 1990's when rapid import
of western culture took place. It is likely that patients who ask for weight loss are at high
risk of having eating disorder. Severe dietary restriction for weight loss may cause eating
disorder. Therefore it is recomendable for doctors to have appropriate understanding and
guidelines of eating disorder to help their patients.
Key Words : Eating disorders, Guidelines, Anorexia nervosa, Bulimia nervosa, EDNOS,
Dietary restriction

Ⅰ. 서

론

최근 대중매체와 패션산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마른 몸매
를 선호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게 되었다. 홍 등1)이 서울 시내 청소년 1,000여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5.1%가 자기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학적으로 적정 체중(BMI 20∼25Kg/m2)에 해당하는 경우의 98%와 마른 체중
(BMI 20Kg/m2이하)인 경우의 66.3%가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의 42.4%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며 금욕적 혹은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식사행동이 점차로 불규칙해지고,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식사행
동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식이장애(eating disorder)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보다 마른
몸매를 원하여 굶기 혹은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하면서 습관적으로 폭식(binge eating)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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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폭식 후에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 죄책감, 우울감 등으로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최근 이 등2)이 체중조절이나 체형교정을 위해 미용업소를 찾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식이장애의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대상의 11%가 식이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에서의 식이장애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보고되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유병율을 나
타낸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체중감량을 위해 비만 클리닉을 찾는 여성들 역시 식이장애에 이
환되기 쉬운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다. 식이장애는 과거에 비만하였던 사람이 식이를 억제하는
다이어트법을 통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난 뒤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만클리닉을 운영
하는 의료인들이 식이장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식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대할 때 적
절한 식이지도를 해야하는 필요가 대두되어 식이장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식이장애의 개요
식이장애(eating disorder)는 섭식장애 또는 식사장애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음식, 체중 및 체형에 대해 과도한 집착과 왜곡된 인지를 가지면서 비정상적인 식사행동을 반복하
고,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장애를 말한다. 식이장애 환자들은 실제로 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체상을 갖고 있거나 체
중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식이장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이지만 신체적인 부작용을
나타내며 그 중의 어떤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3-6).
7)

미국의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분류 지침서인 DSM-Ⅳ-TR 에서는 식이장애의 대표적인
종류로서 신경성 식욕부진증(AN; 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N; Bulimia Nervosa)에
대한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중조차 유지하기
를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고,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되는 폭식과 이로 인한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
으로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적절한 보상행동이란 자기유발구토, 하제, 이뇨
제, 관장약 등의 남용, 굶기나 지나친 운동 등의 제거행동(purging behavior)을 말한다. 이 두 질
환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이장애(이하 EDNOS; Eating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로 구분하고 있다. EDNOS 역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상적 중
요성을 갖게 된다. 특히 EDNOS로 분류된 폭식장애(BED; Binge Eating Disorder)는 가장 많은
형태의 식이장애라고 알려지기 시작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 식이장애의 역학
최근 20년간 발표된 역학조사들을 살펴보면 식이장애는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
국에서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12). 이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와 패션산업의 영향으로 날씬한 몸매
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3-14)

.

식이장애는 외모나 체중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대중매체의 영
향력을 받기 쉬운 청소년 및 청년기의 여성에게서 잘 발생되며, 모델, 무용수 및 운동선수 등 마

15)

른 체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잘 발생된다 .
식이장애의 유병율은 조사방법, 진단기준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보고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
서 일반인에 있어서의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유병율은 1.0∼4.2% 정도이며 사춘기와 청년기의 여
16)

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율은 청소년 및 성인 여성층에
서 약 1% 정도이며17), 18∼30세 사이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 되었다18).
우리나라에서 식이장애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는
서구문화의 빠른 유입과 더불어 대중매체의 강력한 영향으로 미적 기준이 변화하고, 다이어트에
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최근 식이장애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
19)

며 식이장애가 더 이상 서구만의 문제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한 등 은 남녀 대학생
2,847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율이 각각 0.7%,
0.8%라고 보고하였고, 1996년 유 등20)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신경성 식욕
21)

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율이 각각 2.04%, 1.17%라고 보고하였다. 1998년 Lee 등 은 지역
사회 일반 성인 3,062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식이태도검사를 이용한 역학조사에서 8.5%에 해당하
는 260명이 식이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장 등22)은 식이장애에 대한 고위험도군이라
고 할 수 있는 무용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유
병율이 각각 5.7%, 18.6%라고 보고하였고, 이 등2)은 체형미 교정교실 참여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유병율이 각각 0.55%, 10.4%라고 보고하였다.

3.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은 흔히 거식증(拒食症)이라 불리는 질환으로, 정상체중의
85%이하의 저체중 상태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음식 먹기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질환이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1874년 영국의 William Gull에 의하여 처음으로 명명되
었으며 현재의 분류체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Laseque는
anorexia hysterique라고 하는 상태를 기술하면서 정신상태의 이상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추정하기
도 하였다. 이같이 이 질환의 원인이 정신적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19세기말의 초기 정신의학자들
은 잠재적인 성적 갈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히스테리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송
과선이 발견됨에 따라 송과선의 이상과 이 질환의 관련성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심리
적인 연구는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60년 Bliss와 Branch가 공동으로 저술한
「Anorexia Nervosa: Its History, Psychology and Biology」가 발간되면서 이 질병에 대해 다시
정신의학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이 질환에 대한 진단기준이 마련되었으며 1980년
DSM-Ⅲ23)에 공식적인 진단적 용어로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4).
1) 분류
7)

DSM-Ⅳ-TR 에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서로 다른 행동 패턴에 따라 두 가지 subtype으로
나누었다(Table Ⅰ). 제한형(Restricting Type)은 자신의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이제한 또는 과도한 운동을 하는 유형이며, 폭식/제거형(Binge-Eating/Purging Type)은 식이를
제한함과 더불어 정규적으로 폭식을 하거나 제거행동(예를 들어 자기유발구토, 하제, 이뇨제 혹은
관장약)을 하는 유형이다. 폭식/제거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다른 충동조절장애나 감정장애와 연
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Anorexia nervosa(DSM-Ⅳ-TR)
307.1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진단기준
A. 연령과 신장에 비해 체중을 최소한의 정상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거부한다.
B. 낮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다.
C. 체중과 체형이 체험되는 방식이 왜곡되고, 체중과 체형이 자기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며, 현
재의 낮은 체중의 심각함을 부정한다.
D. 월경이 시작된 여성에서 무월경, 즉 적어도 3회 연속적으로 월경주기가 없다.(만일 월경주기가
에스트로젠과 같은 호르몬 투여 후에만 나타날 경우도 무월경이라고 간주된다.)
Specify type
제한형(Restricting Type) : 현재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삽화 동안에 정규적으로 폭식하거나 제거
행동(예; 자기유발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약의 오용)을 하지 않음
폭식/제거형(binge-Eating/Purging Type) : 현재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삽화 동안 정규적으로 폭
식하거나 제거행동(예; 자기유발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약의 오용)을 함

2) 일반적 특징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체중이 늘거나 뚱뚱해질 것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체중과 체형이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저체중 상태임을 부
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뚱뚱하다고 믿는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자존감(self-esteem)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감정과
주변에 대한 조절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식이장애는 외적 및 내적 갈등(예를 들어 불
안, 스트레스, 불행감, 외로움)에 대한 표출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자존감과 용납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강박적인 다이어트 또는 단식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단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대개 자신의 삶에서 누리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받을 만한 가
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서 즐거운 상황을 스스로 박탈시키기도 한다. 이들에게서 나타
나는 행동적인 특징으로는 식이의 억제 혹은 단식, 강박적인 운동, 음식의 칼로리 계산하기, 음식
과 건강문제에 대한 강박적인 관심, 자기유발구토, 하제, 이뇨제, 다이어트 식품의 복용, 자신의 신
체상에 대한 집착 등이 있으며, 극단적인 식이억제의 과정 중에 충동적인 폭식 증상이 나타나기도
25-30)

한다

.

3) 신체적 증상 및 합병증
(1) 외관상 특징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의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저체중을 비롯하여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는 것이다. 머릿결 또한 거칠고 윤기가 없으며 탈모로 인하여 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조갑의 변화, 구순염, 여드름, 치은염, 수족 말단의 청색증, 얼굴과 체간의 솜털(lanugo hair), 황피
증(carotenodermia), 전신적인 소양증, 피부염, 흑피증, Russell's sign(폭식/제거형의 경우 입에 손
가락을 넣으며 구토를 하다가 손등이나 손가락에 생긴 상처) 등이 나타날 수 있다31).

(2) 심혈관계 증상
서맥(심박동수<60회/min), 저혈압(수축기혈압<90mmHg),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4-5,

32)

.

심전

도 상에서 QT interval이 연장되고 좌심실의 용적이 적어져 심부전을 초래하기도 하며 돌연사를
33-34)

유발할 수도 있다

.

(3) 위장관계 증상
지속적인 굶기로 인하여 위장관의 평활근이 위축되고 운동성이 저하되어 환자들은 소화장애와
변비 증세를 호소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지 않는다”, “위장이 멈춘 것 같다”, “아랫배가 답
답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35-37).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구토 또는 하제 사용이 촉발되는
경향이 많다.
(4) 뇌신경계 증상
Brain CT와 MRI에서 CSF space와 뇌실이 넓어지고 대뇌 피질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상은 대개 체중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많다38-39).
(5) 내분비계 증상
무월경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기본적인 증상이다. 무월경은 시상하부의 기능이상, 체중감소, 체
지방의 감소,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운동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성선자
극호르몬 방출 호르몬 조절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뇌하수체에서의 성선자극호르몬 분비가 사춘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40-41).
(6) 근골격계 증상
전반적인 근력의 약화가 있는데 이는 만성적인 단식 상태에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칼
로리를 근육조직으로부터 빼앗아가게 되고, 영양 불균형과 탈수에 의한 전해질이상에 의해서 생긴
다. 청소년기에 식욕부진증이 생긴 환자는 단식에 의해서 성장과 뼈의 형성이 지연되며, 골밀도가
저하되어 골조송증 혹은 골다공증과 병적 골절이 생길 수 있다42-43).

4.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은 습관적인 폭식과 보상적인 제거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이다. 신경성 폭식증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비해 비교적 근래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1979년
영국의 Gerald Russell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후 1980년 DSM-Ⅲ23)에 공식적인 진단적 용어로
채택되었다. 폭식이라는 뜻의 bulimia는 히브리어로 심한 배고픔을 뜻하는 “boolmot"(그리스어로
44)

는 bulimy)에서 유래되었다 . 과거 로마제국 말기에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지나치게 먹은 후
먹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면, 토한 후 위를 비우고 나서
다시 먹는 Roman vomitorium현상 등이 있었지만, 신경성 폭식증에서 나타나는 폭식은 이와 같은
탐식이나 대식과는 그 정신병리가 다르다. 신경성 폭식증은 현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하에서 미의
기준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정신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성 폭식증은 청소년기 중반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그 사회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경성 폭식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해 왔지만 biopsychosocial 모델이
폭식증의 원인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45). 즉 신경성 폭식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있

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있을 수 있으며, 혼돈스럽고 충돌이 잦은 가정이나
사회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환경에 의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날씬
함이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
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금욕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하게 되고 이어서 폭식을 한 뒤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거행동을 하게 되는 주기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46-47).
1) 분류
DSM-Ⅳ-TR7)에서는 신경성 폭식증을 제거행동의 방식에 따라 두 가지 subtype으로 나누었다
(Table Ⅱ). 제거형(Purging Type)은 제거행동으로서 자기유발구토, 하제, 이뇨제, 관장약 등을 사
용하고, 비제거형(Nonpurging Type)은 굶기 또는 과도한 운동을 사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Table 2. Diagnostic Criteria for Bulimia Nervosa(DSM-Ⅳ-TR)
307.51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기준
A. 반복적인 폭식 삽화가 있으며, 폭식 삽화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1) 일정한 시간 동안(예; 2시간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 폭식 삽화 동안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느낌이 있다(예;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무엇을 혹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없다).
B. 자기유발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약, 기타 약물의 사용 또는 단식이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체중증가를 막기 위한 반복적인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있다
C.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행동 모두가 평균적으로 적어도 1주 2회씩 3개월간 일어난다.
D. 체형과 체중이 자아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E. 이 장애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삽화 동안에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Specify type
제거형(Purging Type) : 현재 신경성 폭식증 삽화 동안에 정규적으로 자기유발구토나 하제, 이뇨
제 또는 관장약을 남용하는 경우
비제거형(Nonpurging Type) : 현재 신경성 폭식증 삽화 동안에 굶기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부적
절한 보상행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규적으로 자기유발구토나 하제, 이뇨제 또는 관장약을 사
용하지는 않는 경우

2) 일반적 특징
신경성 폭식증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이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과거에 식이를 억제하는 다이
48)

어트를 한 이후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가 어떤 성취감과 자기고양감에
도취되어 자신이 병적인 상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이 식이장애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절망감, 우울 등으로 고
통스러워하며 치료적인 도움을 원한다.
신경성 폭식증에서 나타나는 폭식의 양상은 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과식과 다르다.
첫째,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는 것이다. DSM-Ⅳ-TR7)에서는 폭식을 “일정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은 양의 음

식을 먹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자들은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로 먹는다”, “너무 많이 먹어
위가 찢어지는 느낌이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볼 때 신경성 폭식증 환자
들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서도 주관적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하였
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살이 찌기 쉽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은 뒤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Garner 등49)은 폭식에 대한 정의에서 “많은 양의 음식 섭취”라는 개념을 아
예 내리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구별하기 힘들며, 일단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신경성 폭식
증에서 나타나는 병적인 폭식 증상이다. 임상적으로 환자들은 “일단 먹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는
다”, “먹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은 대개 하루종일 먹는 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먹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알고 있으며, 먹을 때마다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
고,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가지고 자신의 식이를 제한한다. 그러
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배고픔이 촉발 요인이 되어 자신이 세운 다이어트 규칙이 일단 깨지면 폭
식으로 반전되며 그동안 자신이 통제했던 음식, 즉 달고 기름진 음식을 폭식하게 되는 경향이 많
다. 이때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혼자 있을 때 폭식하는 경향이 많다. 주관적이건 객
관적이건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며 이것은 제거행동을 일으키는
촉발요인이 된다. 환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거행동은 자기유발구토이다. 환자들이 구
토를 하는 이유는 폭식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과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원인도
있지만 실제로 통증에 가까운 포만감이라는 신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다. 그것에 대한 가
장 쉬운 해결책이 구토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환자들은 하제(변비약), 이뇨제 혹은 과도한
50)

운동을 통해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은 자신의 체중과 신체상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을
나타내며 그것은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바램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폭식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혐오감, 죄책감을 느끼며, 심한 우울로 인
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3) 신체적 증상 및 합병증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은 대개 정상 체중 혹은 과체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외관만으로는 인지하
기 어렵다. 자기유발구토를 반복하면서 생긴 징후로서 손가락과 손등의 상처(Russell`s sign), 상치
의 설측 및 교합측 치관경질붕괴(perimyolysis) 및 구순염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측 이하선의 비대
로 인하여 얼굴 모양이 사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며, 흉쇄유돌근의 비후로 턱 아래의 목이
굵어지기도 하며 안면의 부종이 생긴다. 환자가 심한 자기 혐오감과 죄책감으로 팔, 배, 다리, 엉
덩이 등에 자해를 한 흔적이나 손목의 자살 시도 흔적을 볼 수도 있다.
불규칙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함에 따라 위장을 확장시키고 위장의 연동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및 복통이 생기며, 췌장에 부담을 주어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한
다. 제거행동으로서 반복적인 자기유발구토를 하게 되면 위액이 역류되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상흉부 및 목의 통증이 생긴다. 하제 혹은 이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칼륨혈증으로 인하
여 근력의 약화, 피로가 유발되며, 심하면 심장 부정맥으로 인하여 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
제의 남용은 피가 섞인 설사를 일으키고 일부의 환자는 하제에 중독이 되어 하제를 쓰지 않고는
변을 볼 수 없는 장마비 상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35,51).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이장애 및 폭식장애
DSM-Ⅳ-TR7)에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않으나 비정상적인 식사행동을 보이는 식이장애를 불특정 식이장애(EDNOS; Eating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로 분류하였다(Table Ⅲ). EDNOS는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진단적
범주라 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EDNOS의 범주에 속하나 그 증상과 징후가 보다 덜 심
각하므로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고, 둘째로 EDNOS의 경우 조기에 치료하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나 신경성 폭식증 같은 전형적인 식이장애로 이환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치료율도 비교적 높
다는 점이다.
Table 3. Diagnostic Criteria for EDNOS(DSM-Ⅳ-TR)
307.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이장애(Eating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EDNOS의 범주는 어떤 특정 식이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식이장애에 해당하며, 다음
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여성의 경우,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다른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만 규칙적인 월경을 하고
있는 경우
2.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다른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고 의미있는 체중저하도 있지만 현재 체중
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경우
3. 신경성 폭식증의 다른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시키나 폭식이나 부적절한 보상행동의 빈도가 일주
일에 2회 미만이거나 전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정상체중인 사람이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난 뒤 부적절한 제거행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쿠키 두 개를 먹은 뒤 자기유발구토를 함)
5.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씹은 뒤 뱉어내고 삼키지는 않는 경우
6.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 신경성 폭식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정규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

폭식장애(BED, Binge-Eating Disorder)는 신경성 폭식증과 같은 형태의 습관적인 폭식 증세를
나타내나 극단적인 체중조절 행동이나 제거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52). 폭식장애는 1994년
53)

DSM-Ⅳ 에서 새롭게 언급된 것으로 보다 깊은 연구를 요하는 진단적 범주로서 제시되고 있다.
폭식장애는 현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이장애(EDNOS)의 한 범주에 속하나 다른 식이장애와는
구별되는 특정 임상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식이장애의 독립된 공식적인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54)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Table Ⅳ).
폭식장애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경우가 많으며, 자기유발구토나 하제 사용
같은 제거행동을 하지는 않으나 신경성 폭식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불만족스
러워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습관적, 충동적으로 폭식을 한다.
그들은 스트레스 혹은 우울, 불안, 외로움, 지루함, 절망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폭
식이 유발되는 경향이 많으며, 신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
고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혼자서 몰래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먹고
난 뒤에는 죄책감, 부끄러움, 자기비하감, 우울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Table 4. Research Criteria for Binge Eating Disorder(DSM-Ⅳ-TR)
폭식장애(Binge-Eating Disorder)
폭식장애의 연구기준
A. 반복적인 폭식 삽화가 있으며, 폭식 삽화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1. 특정한 시간 동안(예; 2시간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간 동안 먹는
양보다 확실히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 폭식 삽화 동안 먹는데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느낌(예,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느낌)
B. 폭식 삽화에 다음 중 세가지(또는 그 이상)가 동반된다.
1. 보통사람보다 훨씬 빨리 먹는다.
2. 불편할 정도로 배불리 먹는다.
3. 신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4. 자신이 많이 먹는 것이 부끄러워 혼자 먹는다.
5. 과식한 후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우울감 또는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C. 폭식에 대하여 마음의 괴로움이 심하다.
D. 폭식은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1주에 적어도 2일간 있다.
E. 폭식이 정규적으로 부적절한 보상행동(예를 들어 자기유발구토, 굶기, 과도한 운동 등)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의 과정 동안에 배타적으
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Ⅲ. 요

약

식이장애란 체형과 체중에 대해 과도한 집착과 왜곡된 인지를 가지면서 비정상적인 식사행동을
반복하고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장애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신경성 식욕부
진증 및 신경성 폭식증이 있으며, 그 외 폭식장애를 비롯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이장애가 있다.
서구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식이장애의 발병율이 점차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조기 성년기 여성에게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만 클리닉에
체중감량을 원해 내원하는 환자들은 식이장애에 대한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으며, 체중감량을 위
한 과도한 식사제한은 자칫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만클리닉 임상의들이 식이장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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