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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410명의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만족도와 적응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410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체중과 현재 신장에 의한 BMI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
체중군으로 분류한 후 세 군에서의 현재 신장과 체중, 원하는 신장과 체중, 원하는 체중과 현재 체중의 차이,
원하는 신장과 현재 신장의 차이, 원하는 BMI와 현재 BMI의 차이, 체중 불만족도, 신장 불만족도, 체형 불
만족도와 한국판 식사태도검사, 한국판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문지, 상태-특성 자기 평가 불안척도, 한국판
Beck의 우울척도, 거식증 검사 척도를 비교하였다.

결 과：
1) 전체 여학생들(410명)은 과체중군(BMI>25)＝27명(6.6%), 정상체중군(19≤BMI≤25)＝278명(67.8%),
저체중군(BMI<19)＝105명(25.6%)으로 분류되었다.
2) 과체중군의 원하는 체중과 현재 체중의 차이, 원하는 신장과 현재 신장의 차이가 다른 두 군보다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과체중군의 현재 신장이 저체중군의 현재 신장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세 군의 원하는 신
장은 차이가 없었다.
3) 과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체중의 불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신장 불만족도와 체형 불
만족도에서는 세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체중군의 체중 불만족도를 제외하고 세 군 모두에서 높은
체중, 신장, 체형 불만족도를 보였다.
4) 각 척도의 평균치에 의해 과체중군과 다른 두 군 사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체중군의 한국판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문지의 상위적응 소척도와 거식증 검사척도의 증상 소척도의 평균치가 다른 두 군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또, 과체중군의 거식증 검사척도의 증상 심도 소척도의 평균치가 저체중군의 평균치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판 식사 태도검사, 상태-특성 불안척도, Beck의 우울척도,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
문지의 그외 소척도에서 과체중군과 다른 두 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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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과체중군의 비율이 서구 연구의 과체중 여학생들의 비율보다 적었다.
2) 본 연구의 결과는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보다 더 많은 체형의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과체중군이 폭식
행동을 할 가능성과 낮은 적응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비만·체형만족도·적응기능·신체질량지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서구의 연구에서도 많은 여

서

론

학생들이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불만족하고 있고, 이러
한 여학생일수록 식이 요법, 굶기, 자기 유도성 구토,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점점 서구화

하제나 이뇨제 사용, 다이어트 약물의 사용 같은 위험

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예전의 영양 결핍의 문제에서

한 체중 조절 방법을 사용하기 쉽고9), 이러한 여학생들

벗어나, 서구 사회와 같이 영양 과다로 인한 비만과 체

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낮은 자존심과

1)

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 현대 서구사회는 날

높은 불안 상태를 보이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

씬하고 마른 체형이 여성의 이상형이 되었고, 이는 대

예를 들면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여러 사람과의 성행

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

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10).

고,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체형에 대한 이상적 가치관이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비만 여학생들은 정상

대다수의 여성들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집착하게 하

체중 여학생들보다 폭식 경험과 식이 요법의 사용이 많

고, 이상형과 같지 않은 자신의 외모를 불만족스럽게

고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 체형에 대한 인지의

2)

생각하게 한다 . 이러한 문제들이 적은 음식 섭취 같은

왜곡과 자존심의 결여로 인한 우울증상과 불안증을 보

비정상적인 식사 행동이나 체중 조절을 선택하게 하고,

이고, 식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과식을 하고,

이상형과 맞지 않는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의해 우울증

환상에 빠지기 쉽고, 운동을 더 적게 하며11), 식이 요

3)

법을 하면서도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우울증상을 가지

4)

기 쉽다12).

을 유발하기도 한다 .
1950년 Erikson 은 청소년기는 자아 주체성이 확
립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청소년기에 자아 주체성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섭식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혼란이 일어나면 지속적이고 통합된 자기 정체성에 도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있었으며, 청

달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능력, 직업적·이념적 안정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5)

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Kohut 는 자기(self)

만 비만 여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저

를 자발성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자신감과 인생

자는 여학생들 중 특히, 비만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비

의 목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했다. 또,

만 여학생들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과 불안, 여

James6)는 여러 종류의 자기(self)중에 가장 중요한

러 분야의 적응기능과 섭식장애와 관련된 정신병리를

자기를 핵심 자기(nuclear self)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것이 개인의 가치와 이상, 인생의 목표, 야망 등을 조절

연구방법

한다고 했다. 또, Bandura7)같은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을 사회적 영향의 결과로 보았다. 이러
한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은 체형

1. 연구대상

과 체중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시

대전 충남 지역의 4개 여고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각

기에 있을 수 있는 성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에 대한 스

학교의 1, 2학년을 선정하여 총 490명의 여학생을 대

트레스,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받게 되면서 섭식

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했더라도 설문 내용중

8)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한 항목이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게 하나의

－ 953 －

답에만 표시를 했거나, 표시가 누락된 설문지는 제외하

itude), 가족 관계(family relationship), 외계의 극복

여 총 410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mastery of external world), 직업적, 교육적 목표(vocational and educational goal), 정신 병리(emotional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평가를 실시하
였는데 나이, 현재 체중과 신장, 원하는 체중과 신장,
체중 만족도, 신장 만족도, 체형 만족도를 자기가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여학생들의 현재 체중과 현재 신장으로 body mass
index(BMI：체중(kg)/(신장(m))2)를 산출하여 DGA
(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s)13)에서 발표한 기
준을 사용하여 BMI<19를 저체중, BMI>25 를 과체중,
19≤BMI≤25를 정상체중으로 하였다.

health), 상위 적응(superior adjustment)들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매우 그렇다’1점,‘그렇
다’2점,‘조금 그렇다’3점,‘조금 아니다’4점,‘아니
다’5점,‘전혀 아니다’6점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
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적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1995년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 중에 이 연구에 상
응하는 대상을 비교군으로 하여 이 연구의 대상의 점수
를 표준화했다. 표준화 방식은 standard scale score＝
[([Mr-M]/SDr)*15]＋50이다.

3) 상태-특성 자기 평가 불안척도(State-Trait Anxi-

이 설문지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아래와 같다.

1) 한국판 식사 태도 검사(Korean version of the
Eating Attitude Test-26, 이하 EAT-26)
이 척도는 Garner와 Garfinkel14)에 의해 고안되어,
이민규 등1)에 의해 표준화되었는데 당시 내적 일치도
인 Cronbach Alpha는 0.83이고, Spearman-Brown
의 교정된 반분 신뢰도 계수는 0.76이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섭식장애 환자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
서 식사나 체중에 대해 이상 관심을 가진 군을 구별하
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실제 임상 장
면보다는 연구용으로 유용한 검사 도구이다15).

ety Inventory, 이하 STAI)
STAI는 Spielberger21)22)가 고안한 자기 보고형 불
안 측정 도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정택23)24)이 표준
화하였다. 상태불안(state anxiety),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나뉘어 각각 20문항씩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
도가 변하는 주관적인 정서 상태이며, 객관적 위험과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면 높아지고
반면에 위험이 내재된 환경이더라도 그 상황을 위협적
인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 때는 불안의 정도가 낮아진다.
특성불안은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동기
나 획득된 행동 성향으로 과거에 나타났던 상태불안 강

2) 한국어판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문지(Korean

도나 미래에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될 확률에 있어서 개

version of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인차를 반영하는 것이다. 각각은 20개 문항으로 구성

for Adolescents, 이하 OSIQ)

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정도에 따라 4-point scale

청소년을 위한 Offer의 자기상에 대한 설문지는 청

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에 따라 45

소년의 심리세계 및 여러 분야에서의 적응기능 등을 측

점 미만은 비불안군, 45점 이상은 불안군으로 구분하는

16-19)

정하기 위해서 Offer 등

에 의해 고안된 자기 평가

것으로 되어 있다.

20)

형 인격 검사이다. 1995년에 김선무 등 이 OSIQ의
international version17)을 표준화하여 한국어판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는데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Alpha는 0.83였고, 반분 신뢰도는
0.88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 검사는 10개의 소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소척도들은 충동 조절
(impulse control), 감정 기조(emotional tone), 신체
및 자기상(body and self-image),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도덕성(moral), 성적 태도(sexual att-

4) 한국판 Beck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이 척도는 우울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Beck25-27)이 제작한 자기보
고형 척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홍무 등28)이 표준화하
여 Spearman-Brown의 반분계수가 0.886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고, 이민규 등29)에 의해 높은 타당도가 검
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 등29)이 번안하고 표준
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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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ge, current physical states and ideal physical states among three BMI groups
BMI Groups
Scheffe’s test
(p<0.05)

Group 1a
(N＝105)
MD±SD

Group 2b
(N＝278)
MD±SD

Age

17.19±0.53

17.21±0.53

17.11±0.59

0.19

-

Current weight(kg)

46.48±2.92

4.37±4.80

64.96±5.75

221.26**

3,2 3,1 2,1

Current height(cm)

Group 3c
(N＝27)
MD±SD

F

161.14±4.34

160.01±5.34

157.89±5.01

4.78*

Ideal weight(kg)

46.11±2.97

49.18±3.69

51.70±3.91

40.41**

3,2 3,1 2,1

Ideal height(cm)

166.35±3.13

166.43±3.81

166.30±4. 4

0.03

-

DWtd(kg)

0.37±3.01

5.18±4.12

13.26±5.45

126.43**

3,2 3,1 2,1

Dhte(cm)

5.21±2.94

6.43±4.20

8.41±4.41

8.01**

DBMIf
1.24±1.17
3.48±1.67
7.31±1.57
183.83**
a：Group 1(underweight group(BMI<19)), b：Group 2(normal-weight group(19≤BMI≤25)),
c：Group 3(overweight group(BMI>25)), d：DWt(Current weight-Ideal weight),
e：Dht(Ideal height-Current height), f：DBMI(Current BMI-Ideal BMI),
*：p<0.05, **：p<0.01

1,3

3,2 3,1 2,1
3,2 3,1 2,1

Table 2. Comparison of weight, height, body-image dissatisfaction among three BMI groups
Body concepts

BMI Groups
Group 1(N＝105)

Group 2(N＝278)

Group 3(N＝27)

chi-square test

Weight
Satisfa ction

58(55.2%)

37(13.3%)

2( 6.4%)

Dissatisfaction

47(44.8%)

241(86.7%)

25(92.6%)

Satisfaction

20(19.0%)

44(15.8%)

3(16.3%)

Dissatisfaction

85(81.0%)

234(84.2%)

24(88.9%)

78.41*

Height
1.16

Body shap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p<0.05

20(19.0%)

31(11.2%)

2( 7.4%)

85(81.0%)

247(88.8%)

25(92.6%)

5.00

지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문항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증상 심도 소척도(symptom

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채점

severity subscale)가 5점 이상일 때는 임상적으로 유

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고, 점수가 높을

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표준화되지 않은

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검사 척도로 강재성 등31)의 연구에 사용되어 0.7587의

5) 거식증 검사 척도(Bulimic Investigatory Test Edinburgh, 이하 BITE)
Henderson과 Freeman30)이 고안한 척도로 총 33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식(binge eating) 또는 거식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검사로 판명되었다.
전체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
며 본 연구에서는 학급 단위로 실시하였다.

3. 통계 처리

증(bulimic)을 진단하고 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결정하

BMI에 의해 분류된 세 군 사이의 나이, 현재 체중과

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폭식의 증상(symptom)과 심한

신장, 원하는 체중과 신장,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과

정도(severity)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증상 소척도(sy-

의 차이, 현재 신장과 원하는 신장과의 차이와 BDI를

mptom subscale)의 최고 점수는 30점이며, 20점 이상

제외한 척도의 평균치를 일원 변량 분석(one way

은 병적인 식사 형태와 폭식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ANOVA)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

10～19점 사이는 유별난 식사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heffe’s test를 시행했다. 세 군의 체중, 신장 불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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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cales among three BMI groups
Group 1
(N＝105)

Group 2
(N＝278)

Group 3
(N＝27)

F

Scheffe’s
test
(p<0.05)

12.00±6.36

13.25±8.37

15.04±9.15

1.84

-

BMI Groups
Scales
EAT-26a
BITEb
Symptom

8.36±4.47

9.51±4.49

12.30±5.12

6.44*

3,1 3,2

Symptom severity

2.12±1.13

2.22±1.41

3.00±2.03

3.39*

3,1

STAIc
State anxiety

49.90±8.58

48.82±9.13

46.96±8.99

1.27

-

Trait anxiety

49.02±8.21

47.60±8.55

47.26±7.45

1.18

-

3.8%

7.6%

7.4%

BDId(>24,%)

1.81†

OSIQe
Impulse control

52.67±9.03

51.25±9.61

52.12±8.84

0.90

-

Emotional tone

51.51±6.64

51.67±6.05

51.64±6.31

0.02

-

Body image

59.33±11.31

60.81±10.95

60.48±13.44

0.66

-

Social r elationships

67.22±8.39

68.83±8.03

65.96±8.09

2.64

-

Sexual attitudes

58.15±13.97

56.05±11.92

56.97±13.61

1.07

-

Family relationships

68.77±7.60

70.33±9.55

68.70±6.40

1.40

-

Vocational and educational goals

85.55±11.84

87.81±11.33

83.77±11.41

2.64

-

Emotional health

62.84±8.04

61.62±8.91

58.89±9.98

2.27

-

Superior adjustment
77.09±8.89
75.01±8.82
72.92±8.71
3.89*
3,1 3,2
a：EAT-26；Korean version of the Eating Attitude Test-26, b：BITE；Bulimic Investigatory Test Edinburgh,
c：STAI；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d：BDI；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e：OSIQ；Korean version of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0.05, † ：non-specific by Chi-square test

체형 불만족도, BDI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cm)에서도 과체중군(8.41±4.41)이 저체중군(5.21±

통계적 유의도는 p<0.05를 기준으로 했다. 통계 처리

2.94), 정상체중군(6.43±4.20)과 유의한 차이(p<0.05)

는 SPSS for Window(Version 6.5)를 사용하였다.

를 보였다. 현재 BMI와 원하는 BMI와의 차이(kg/m2)에
서도 과체중군(7.31±1.57)이 저체중군(1.24 ±1.17),

결

과

정상체중군(3.48±1.67)과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
다. 현재 신장(cm)은 과체중군(157.89±5.01)이 저체중

410명의 여학생을 BMI에 의해 분류한 결과 과체중

군(161.14±4.34)보다 유의하게 작았다(p<0.05). 원하

군은 27(6.6%)명, 정상체중군은 278(67.8%)명, 저체

는 체중(kg)에서 과체중군(51.70±3.91)이 저체중군

중군은 105(25.6%)명이었다.

(46.11±2.97), 정상체중군(49.18±3.69)과 유의한

1.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의 신체상태의 비교
BMI에 의해 분류된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의 나이, 현재 체중, 현재 신장, 원하는 체중, 원하는 신장,
현재 신장과 원하는 신장과의 차이,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과

차이(p<0.01)를 보였다. 원하는 신장(cm)에서 저체중
군(166.35±3.13), 정상체중군(166.43±3.81), 과체
중군(166.30±4.4) 간의 차이는 없었고, 나이에서도
세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의 신체 불만족도
에 대한 비교

의 차이(kg)에서 과체중군(13.26±5.45)이 저체중군
(0.37±3.01), 정상체중군(5.18±4.12)과 유의한 차이
(p<0.01)를 보였고, 현재 신장과 원하는 신장과의 차이

체중에 불만족하고 있는 여학생은 모든 여학생의
76.3%(313명), 신장에 불만족하고 있는 여학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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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여학생의 83.7%(343명), 체형에 불만족하고 있는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여 사회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준

여학생은 전체 여학생중 87.1%(357명)였다. 체중 불만

다33). 이러한 체중과 체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족도에서 과체중군(92.6%)이 정상체중군(86.7%)보다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자신감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과 자기 긍지는 높아지고, 자신이 사회가 바라는 이상형

과체중군,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44.8%)과 유의한 차

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

이(p<0.05)를 보였다. 신장 불만족도와 체형 불만족도

해 불만족하고, 자신의 신체를 역겹게 받아들인다32).

에서는 과체중군(88.9%, 92.6%)이 저체중군(81.0%,

위와 같은 매력적인 여성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정의

81.0%), 정상체중군(84.2%, 88.8%)보다 불만족도가

는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중 매체를

높았지만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많이 접하는 청소년의 신체상의 발달과 이 시기에 이루

3. EAT-26, OSIQ, STAI, BDI, BITE에 따른 세 군의
비교
세 군에서 각 척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
국어판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문지(OSIQ)의 상위적
응(superior adjustment) 소척도의 평균치에서 과체중
군(72.92±8.71)이 저체중군(77.09±8.89), 정상체
중군(75.01±8.82)과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또, BITE의 증상 소척도(symptom subscale)의 평균치
에서 과체중군(12.3±5.12)이 저체중군(8.36±4.47)과
정상체중군(9.51±4.49)과 유의한 차이(p<0.05)를 보
였다. BITE의 증상 심도 소척도(symptom severity
subscale)에서도 과체중군(3.00±2.03)이 저체중
군(2.12±1.13)과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EAT-26, STAI, BDI, OSIQ의 상위적응 소척도를 제
외한 나머지 소척도에서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표 3).

어야 할 자아상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7).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의해서 많이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체형과 체중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의 체중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
고 있고, 자신의 체중을 정상 범위에 있게 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EAT-26점수
가 2배 높았다34). 청소년기의 이러한 체중과 체형에 대
한 여학생들의 관심과 매력적인 여성상에 맞추려는 노
력은 다이어트, 이뇨제 사용 같은 체중 조절 방법을 선
택하게 하고, 이로 인한 붕괴된 식사 행동을 유발하여
섭식장애 발생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35).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서구의 비만에 대한 편견과 비만인들이
섭식장애 관련 정신병리 및 일반 정신병리를 가질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청소년들 중 여학생들이 남학
생들보다 체중과 체형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
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학생들 중에 과체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 불만족도와 적응기능, 섭식장애와

고

관련된 정신병리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찰

본 연구에서 BMI에 의해 분류된 과체중군이 전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
던 여성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현대 사회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이 여성의 매력의 이상형이 되었고,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고2), 이러한 사회 문화적 요구는 현대 여성들
이 타고난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 때문에 도달하기 힘
든 체중을 강요하고 있다32).
서구 문화에서는 날씬한 체형이 사회적 능력과 성공
을 의미하고, 비만은 나태함이나 자기 방종, 의지의 결
여를 의미하고, 어린이들 조차 뚱뚱한 사람은 더럽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으
로 묘사하며, 비만인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와 결혼을 할

대상 중에 6.6%를 차지했는데 이는 과체중군이 전체
대상의 13～30%를 차지한 서구의 14～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연구 결과34)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비율이다. 서구에서 시행한 연구들은
과체중군의 기준으로서 BMI age percentile을 사용하
여 >95th percentile, 또는 >85th percentile에 속하는
대상을 과체중군으로 정의했다.34) 또, 다른 연구36)에서
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absolute BMI values를 사용했
다. 이러한 BMI에 의한 과체중군의 정의의 차이도 서
구 연구의 과체중군의 비율이 본 연구의 과체중군의 비
율에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되며, 인종, 민족에 따른
차이37), 또는 현재 체중과 신장을 자기가 직접 기술하
도록 한 본 연구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제한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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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중과 신장을 평균 수준으로 기

신의 외모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 보고38)와 일치되

술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는 결과이다.

세 군에서의 현재 체중과 신장, 원하는 체중과 신장,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보다 BITE의 증상 소척도의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 현재 신장과 원하는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고, 과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신장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보다

BITE의 증상 심도 소척도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와 현재 신장과 원하는

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만과 붕괴된 식사행동이 높은 상

신장과의 차이가 유의하게 컸다. 또, 과체중군이 저체

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39-41)와 BITE가 높은 군이

중군보다 현재 신장이 유의하게 작았지만 원하는 신장

비만정도를 나타내 주는 신체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강

에서 세 군 모두 약 166cm의 신장을 원해 세군간의

재성 등31)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하지만, 비만인들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이 결과는 과체중군이 다

의 폭식 행동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것과

른 군과 비교해서 자신의 현재 체중보다 더 적은 체중

크게 다르지 않고, 정상 체중에 속하는 사람과 동일하

을, 현재 신장보다 더 큰 신장을 원하고 있고, 자신의

게 좌절감을 갖고 불안하고 피곤할 때 폭식을 한다는

체중과 신장의 큰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42)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고 할 수 있다.

BITE의 평균치에서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과 유의

체중, 신장,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를 세 군에서 비교

한 차이를 보인 것과 다르게, 체중과 식사에 대해 비정

해 보았을 때 과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이 자신의 체중에

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을 구별하는데 많이 사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저체중군보다 유의하

용되고 있는 EAT-26의 평균치에서 세 군간의 차이

게 높았고, 자신의 신장과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에서는

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과체중군이 폭식을 하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체중군의 체중 불

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BITE의 평균치가 높았

만족(44.8%)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 체중군과 과체

지만 식사조절, 구강조절 요인에 속하는 증상이 적다면

중군의 체중 불만족도, 세 군의 신장, 체형에 대한 불만

EAT-26의 평균치는 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족도가 80% 이상이었다. 이 결과는 저체중군의 원하는

강재성 등31)의 연구에서 BITE가 높은 군이 EAT-26

체중(46.11±2.87)이 현재 체중(46.48±2.92)과 거

이 높은 군에 비해서 구강조절 요인이 낮았다고 한 바

의 비슷한 수준이고, 원하는 신장(166.35±3.13)이

가 있다.

현재 신장(161.14±4.34)보다 크다는 결과(표 1)에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OSIQ

의해 저체중군이 자신의 현재 신장이 너무 크거나 현재

의 상위적응 척도 점수가 낮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환경

체중이 너무 적어 자신의 신장과 체형에 불만족하고 있

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자아의 강도(ego strength)

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체중군에 속하는 여학

가 낮은 청소년들이고,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

생들도 현재보다 키가 더 크고 더 날씬한 체형을 가지

들은 훌륭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다17).

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정상체중군에서도 현재 체

그러므로,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과 비교해서 자신이나

중(54.37±4.80)보다 원하는 체중(49.18±3.69)이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잘 적

더 적고, 현재 신장(160.01±5.34)보다 원하는 신장

응하지 못하고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자아의 강도

(166.43±3.81)이 더 크기 때문에 정상체중군도 체중

가 낮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적고, 신장이 큰 체형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볼 수

본 연구에서 OSIQ중 상위적응 소척도와 BITE를 제

있다. 저체중군의 체중 불만족도를 제외하고 저체중군

외한 BDI, STAI, EAT-26, OSIQ의 나머지 소척도에

의 신장, 체형 불만족도와 정상 체중군의 체중, 신장,

서 세 군간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의

체형 불만족도가 과체중군의 체중, 신장, 체형 불만족

수가 적어 세 군간의 통계학적 차이점을 찾아낼 수 없

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이 높다는 결과와 정상 체중군의

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비만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

체중 불만족도가 저체중군의 체중 불만족도보다 유의

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체중

하게 높다는 결과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자 청소

보다 더 특이적인 정신질환이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

년의 신체와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자

지 않다는 연구43)와는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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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비만인 여자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
족과 친구들의 멸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중
증가의 두려움,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상에 대한

9) Moore DC(1993)：Body image and eating behavior
in adolescents. J Am Coll Nutr 12：505-511

10) Fisher M, Schneider M, Pegler C, Napolitano B

부정적인 시각, 자존심의 결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
곡된 인식 등에 의해 우울증과 불안증상을 보인다는 보
고12)13)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1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본 연구에서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 비만은 신체의 지방 과다를 의미하며, 과체중은 표
준 체중보다 높은 체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격히

12)

말해서 다른 용어이다. 하지만 체중을 측정하기는 쉽고,
지방을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체중이라는 용어
는 비만의 대용으로 쓰인다44). 둘째로 이 연구는 전향
적 연구(prospective study)가 아닌 단면적 연구(cr-

13)

osssectional study)이기 때문에 비만과 폭식, 비정상
적인 식사 행동, 체중 조절 행동사이의 인과관계와 비
만과 사회 적응 능력의 결여, 우울, 불안, 자존심 사이
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었다. 세째로 비만에 영향

14)

을 줄 수 있는 당뇨, 갑상선 질환, 신경성 피부질환, 류
마치스성 관절염같은 질환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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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37, No 5, September, 1998

Body-Shap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Functions
in Obese Adolescent School Girls
Sun-Hee Hwang, M.D., Seong-Keun Wang, M.D., Yun-O Shi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Objectives：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body-shap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functions
in 410 adolescent school girls.
Methods：After underweight, normal-weight and overweight groups were identified among 410
high school girls according to BMI(body mass index), we compared current weight & height, ideal
weight & height, subtracted value of ideal weight from current weight, subtracted value of ideal
height from current height, subtracted value of ideal BMI from current BMI, weight dissatisfaction,
height dissatisfaction, body-shape dissatisfaction, and EAT-26(Eating Attitude Test-26), OSIQ(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ITE(Bulimic Investigatory Test Edinburgh) among the three groups.
Results：
1) The subjects consisted with overweight group(BMI>25, N＝27, 6.6%), normal-weight group(19
≤BMI≤25, N＝278, 67.8%), and underweight group(BMI<19, N＝105, 25.6%).
2) In comparison to other groups, overweight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tracted value
of ideal weight from current weight and subtracted value of ideal height from current height. These
results suggest that overweight group wants greater body-shape change than other groups. Overweight
group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height than underweight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deal height among the groups.
3) Overweight group and normal-weight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weight dissatisfaction
than underweight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ight dissatisfaction and bodyshape dissatisfaction among the three groups. All groups showed higher weight, height dissatisfaction
and body-shape dissatisfaction except higher weight dissatisfaction in underweight group.
4) In comparison of overweignt group with other groups by mean difference of each sca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perior adjustment subscale of the OSIQ and symptom subscale of the
BITE between overweight group and other groups. There was also significant difference in symptom
severity subscale of the BITE between overweight and underweight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AT-26, STAI, BDI, other subscales of OSIQ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1) The distribution rate of overweight group was lower than in western studies.
2) These results suggest that overweight group wants greater body-shape change than other groups,
and overweight group may have binge-eating behavior and poor coping system.
KEY WORDS：Obesity·Body-shape satisfaction·Adjustment function·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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