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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비만과 식습관은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관계에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아직까지 식습관과 성격특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Background:

Close

relations

have

been

observed

between obesity and eating habits, which is affected by
personality traits, however, only few studies are available
and little is known concerning this topic.

연구는 매우 드물다.

Methods: This study group consisted of 141 Korean
2

방법: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체질량지수 27 kg/m 이
상인 한국인 1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식습관은 독일형 섭

2
participants with body mass index of at least 27 kg/m and

an age range of 18~50 years. Eating habits were measured
by the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and personality

식행동 질문지를, 성격특성은 NEO 간편 성인성격검사지를 사

traits were assessed using NEO-Abstract Self-report form.

용하여 파악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격특성과 체질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study the

량지수 및 식습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eating habits.

결과: 성격특성 중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Results: A higher BMI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extraversion and a lower level of openness.

것은 높은 외향성과 낮은 개방성이었다.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Emotional eat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uroticism

섭식이 신경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남성에

in both men and women. Restrained eating was significantly

서는 절제적 섭식과 신경증이, 여성에서는 절제적 섭식과 개방

associated with neuroticism in men. In contrast openness

성 및 양심성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나이, 성별, 체질량지

and conscientiousness was associated with neuroticism in
women. After adjusting for age, sex, body mass index, and

수, 그리고 세부성격특성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양심성은 절

other subscales of personality traits, association between

제적 섭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restrained eating and conscientiousness remained robust.

결론: 한국 비만성인에서 양심성이 높은 사람은 절제적 섭
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심단어: 성격특성, 식습관, 비만

Conclusions: In obese Korean adults, those who scored
higher on conscientiousness of personality traits showed a
tendency of restrained eating habit.
Key words: Personality trait, Eating habit,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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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극적인 목적은 비만한 사람들에서 보이는 성격특성과 식습

론

관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1)
으며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

방

됨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2) 비만은 당뇨

법

3)
병,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신체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 이

1. 연구 대상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더럽고, 멍청하고, 못

본 연구는 sibutramine에 orlistat을 병합 시 추가적인

생겼다는 편견들로 인해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등에서 차별

체중감소효과를 살펴 본 이중맹검 무작위대조 연구14)

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할

(NCT01184560)의 초기 특성을 세부 분석한 것이다. 만 18

경우 중증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세 이상 50세 미만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의 경

많이 하게 된다.

4,5)

2
우 폐경 전으로 국한하였다. BMI는 27 kg/m 이상으로 제

비만과 식습관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삼요인 섭

한하였으며, 이는 체중감소를 최대화하면서 환자 등록을 원

식 질문지(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TFEQ)를 사

활히 하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수치이다. 그 외 제외

용한 한 연구에서, 의식적으로 섭식을 절제하거나 배고픔을

기준은 다음과 같다.

6)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체중증가의 위험이 더 높았고 , 독일

▪최근 3개월간 5% 이상의 체중변화가 있는 자

형 섭식행동 질문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연구 참여 시점에 활동성 급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자

DEBQ)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비만한 사람이 정서적 또는

▪최근 5년 이내 악성 종양의 과거력이 있는 자

외부적 유발요인에 더욱 취약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

▪이차성 비만으로 진단받은 자

7)

나아가 중재연구에서는, 의식적으로 섭식을 절제하는

▪의무기록상 최근 1년 이내 유의한 심혈관계 질환(관상

습관이 성공적인 체중감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익한 식

동맥질환, 울혈성 심부전, 말초 동맥 폐쇄성 질환, 부정맥,

습관으로 제안되기도 하였고8-10), 반대로 과식하게 되는 위

뇌혈관 질환 등), JNC 7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다.

11,12)

험성이 있다는 연구들

도 발표된 바 있다.

National Committee) 지침에 의해 정의된 조절되지 않는 고

또한, 비만은 개개인의 성격 특성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성

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중증의 간/신질환 및 중추신경계

격특성을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5대 성격특성(Five-Factor

질환, 약물남용, 정신장애, 뇨저류를 동반한 양성의 전립선

Model of personality) 중 양심성(Conscientiousness)과 신경

비대증 및 녹내장이 있는 자

증적 경향성(Neuroticism)은 비만과의 연관성 연구에서 비

▪스크리닝 검사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3
- 혈색소 10 g/L 미만 또는 혈소판 100 × 10 /μL 미

않은 사람에 비해 낮은 양심성과 높은 신경증적 경향을 나
13-15)

타낸다.

만인 자

이러한 연구들은, 성격은 사람의 반응과 행동양

- 총빌리루빈이 2.0 mg/dL을 초과한 자

식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비만한 사람에서는 그렇지

- 혈중 GOT 또는 GPT가 120 IU/L를 초과하는 자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특정한 성격특성을 갖고 있고, 이

- 혈중 creatinine이 1.4 mg/dL를 초과하는 자

러한 성격특성에 의해 이차적인 행동특성, 대표적으로 식습

- 혈중 요산수치가 10 mg/dL를 초과하는 자

관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0.1 μIU/mL 미만이거나 6.5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성격특성과 식습관과

μIU/mL 초과하는 자

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었다. 비만여성

▪ 흉부 X선 검사, 뇨검사, 심전도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

13)
들을 대상으로 한 Provencher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신경

는 뚜렷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증적 성격특성은 인지적 섭식절제, 탈억제, 배고픔과 관련이

▪ 임부와 수유부

있었고, 양심성은 인지적 섭식절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 최근 3개월 이내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한 자

으며 원만성(agreeableness)이 높을수록 배고픔을 느끼는 정

▪ 기타 시험자의 판단으로, 피험자가 법적, 정신적으로

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임상시험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주요 혼란변수인 나이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총 174명이 연구에 지원하였고, 이 중 선별검사에서 특이

BMI)를 보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격특성과 식습관의 상

소견이 없고 상기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하면서 설문에 응한

관성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아울러, 성격특성이나 식습관은

남녀 1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 길

인종이나 국가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

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연구이며(GIRBA2169),

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

연구 참여 단계에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과정에 대한 충

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

분한 설명을 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자필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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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내에서는 최근 안현의와 안창규가 NEO-ABS를 개발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안창규가

2. 연구 방법

문항을 제공하였다. NEO-ABS는 NEO-FFI가 단순히 한글

1) 식사습관 측정

번역에 그친 데 반해, 어휘론적 가설-특정 문화권에서 자신

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DEBQ를 사용하였다.

과 타인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언어 속에 인간의 보편적인

DEBQ는 비만의 원인이 과식이고 이는 섭식 이전의 내적

성격특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한국고유의 특성

상태를 개인이 잘못 지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가설에서 개

을 감안하여 개발된 것이다. 구성은 신경증적 경향성

발되었으며, 절제적 섭식(restrained eating), 정서적 섭식

(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

(emotional eating), 외부적 섭식(external eating)의 3개의

(Openness to experience), 원만성(Agreeableness), 그리고

식습관 세부 항목을 측정한다. 정서적 섭식은 우울, 실망,

양심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고, 각

좌절,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반응하여 보상작용이나

요인은 각각 12문항씩 총 6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

반발작용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외부적 섭

이다. NEO-ABS, DEBQ의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정결

식은 음식의 모양, 냄새, 맛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과는 Table 1과 같다.

음식을 섭취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절제적 섭식은 체중 조
절을 위해 의식적으로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성향을 의미한

3) 신체계측

15)

다. 국내에서는 그 신뢰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었고 , 그 구

공복으로 내원하여 가벼운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신장,

성은 절제적 섭식 10문항, 정서적 섭식 13문항, 그리고 외

체중을 측정하였다. 신장은 자동 신장 체중기(AD-6225T,

부적 섭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다.

A&D Co., Tokyo, Japan)를 이용하였고, 체중은 벤치형 체
중계(DB-150, CAS Co., Yangju, Korea)로 각각 측정하였

2) 성격특성 파악

다.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하였고, BMI는

NEO 간편 성인성격검사(Neuroticism Extraversion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2
2
▪ BMI = 체중 (kg) / 신장 (m )

Openness ABstact Self-report form, NEO-ABS)를 사용하
였다. NEO 인성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3. 분석 방법

성격측정도구 중 하나로, 기존 NEO-PI-R (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의 240문항 중 5가지 성격요인 별로

수집한 설문자료의 내적 일치도는 쌍상관법(pairwise

표본 내 부하가 가장 높은 12문항씩을 추출하여 총 60문항

correlation)을 통해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계산하여 확인하

으로 단순화시켜 NEO-FFI (NEO five factor inventory)가

였다. 남녀간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 및 성격특성의 차이는

개발되었으며, 이는 6년 이상의 시간적 안정성과 우리나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습관과 성격특성 간의 상관

를 포함한 5개국 이상의 문화적 공통성이 증명되어 성격 5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16)

요인을 잘 대표해 주는 측정도구로 인정받은 바 있다.

국

BMI와 식습관에 유의한 성격특성 예측인자를 찾기 위해 다

Table 1. Cronbach's alpha for each subscale
Cronbach's Alpha
Current study (n = 141)
Previous study* (n = 292)
NEO-ABS†
Neuroticism
0.75
Extraversion
0.78
Openness
0.71
Agreeableness
0.66
Conscientiousness
0.72
DEBQ
Restrained eating
0.90
0.90
Emotional eating
0.97
0.93
External eating
0.75
0.79
NEO-ABS, 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ABstract Self-report form; DEBQ,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ire.
Cronbach’s alpha was calculated from the pairwise correlations between items and should be more than 0.70 to indicate good
internal consistency/reliability.
15)
* Data obtained from the study of Lee et al.
†Unpublishe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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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식습관과 성격특성에 대한 다중

Table 2와 같다. 3가지 식습관과 5가지 성격특성 중 남녀

회귀분석에서 Model 1은 5가지 성격특성만 포함하여 분석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경증뿐이었으며(P < 0.01), 여성

하였으며, Model 2는 성격특성 외에 나이, 성별, BMI를 포

이 남성보다 신경증적 성향이 더 높았다(23.2 vs. 19.0).

함하여 보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R (version 2.9.2, R

2. 성격특성과 BMI 간의 관련성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프

Fig. 1은 성격특성과 BMI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

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른 4가지 성격특성, 나이 그리고 성별을 통제한 다중회귀분

하였다.

석에서 외향성과 개방성이 BMI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

(각각, P = 0.03, P < 0.01). 즉, 비만도가 더 심한 사람일수

과

록 외향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보였다.

1. 대상자의 성격유형 및 식습관 분포

3. 식습관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

전체 대상자 141명 (여성 120명, 남성 21명)의 평균 연령
2
은 36.0세, BMI는 31.7 kg/m 이었으며, 남녀간 차이는 없

DEBQ와 NEO-ABS의 단변량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

었다. 전체 대상자 및 남녀간 식습관과 성격특성의 차이는

다.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섭식이 신경증과 유의한 양의 상

Table 2. Descriptive characteristics
Total
141
36.0 ± 7.6
31.7 ± 3.7

Female
120
36.2 ± 7.8
31.4 ± 3.7

Male
21
34.3 ± 6.1
33.0 ± 3.4

*

P value

Number
Age (yrs)
0.28
2
0.08
BMI (kg/m )
DEBQ
Restrained
2.8 ± 0.9
2.9 ± 0.9
2.7 ± 0.6
0.32
Emotional
2.6 ± 1.2
2.6 ± 0.1
2.3 ± 1.2
0.23
External
3.4 ± 0.7
3.5 ± 0.7
3.2 ± 0.5
0.17
NEO-ABS
Neuroticism
22.6 ± 6.9
23.2 ± 6.6
19.0 ± 7.3
< 0.01
Extraversion
26.0 ± 6.7
25.7 ± 6.8
27.9 ± 6.1
0.16
Openness
26.6 ± 5.8
26.5 ± 5.7
27.0 ± 6.9
0.77
Agreeableness
29.9 ± 5.5
29.8 ± 5.8
30.2 ± 3.3
0.75
Conscientiousness
28.7 ± 5.6
28.7 ± 5.6
29.2 ± 5.8
0.66
BMI, Body mass index; DEBQ,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NEO-ABS, 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Abstact
Self-report form.
* Female vs. male using t-test

Fig. 1.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 and body mass index.
P-trends were calculated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other 4 personality domains, age and sex.
Q, body mass index qua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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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eating habit
Personality trait
Eating habit
N
E
O
A
C
Total
Restrained
0.11
0.08
0.22*
0.03
0.28*
Emotional
0.28*
-0.08
-0.04
-0.10
-0.05
External
0.03
0.08
0.12
0.02
-0.02
*
-0.08
-0.23
0.17
0.07
Male
Restrained
0.44
*
-0.01
-0.07
-0.36
-0.22
Emotional
0.43
External
0.41
-0.07
-0.03
-0.08
-0.02
*
*
0.03
0.31
Female
Restrained
0.05
0.11
0.29
*
Emotional
0.24
-0.07
-0.03
-0.08
-0.02
External
-0.04
0.08
0.15
0.01
-0.07
N, Neuroticism; E, Extraversion; O, Openness; A, Agreeableness; C, Conscientiousness.
* P < 0.05.

Table 4.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for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traits to the variance of eating habit
(n = 135)
2
Dependent variable
F (R )
P value
Coefficient (SE)
P value
Restrained
Model 1
2.91 (9.7%)
0.02
Conscientiousness
0.04 (0.02)
0.02
Model 2
2.03 (11.0%)
0.05
Conscientiousness
0.03 (0.02)
0.03
Emotional
Model 1
2.71 (9.1%)
0.02
Neuroticism
0.05 (0.02)
0.001
Model 2
1.69 (9.3%)
0.11
Neuroticism
0.05 (0.02)
0.002
Model 1: 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were introduced in this model.
Model 2: Model 1 plus age, sex and body mass index.

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남성에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

본 연구결과는 비만치료를 위해 성격특성을 파악하는 것

였다(상관계수: 남성 0.43, 여성 0.24). 추가적으로 남성에서

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결과 신

는 절제적 섭식과 신경증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상관계수:

경증적 성향과 양심성이 비만인의 식습관을 이해하는데 중

0.44)를 보인 반면, 여성에서는 절제적 섭식과 개방성 및 양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성향은 우울, 불안, 적대

심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각각 0.29, 0.31).

감,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

Table 4는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람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 즉, 신경증

여 성격특성과 식습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모델 1

적 성향은 비만한 사람에게서 비정상적인 식이행태(특히,

은 다른 4가지 성격특성만 보정하였고, 모델 2는 성격특성

정서적 섭식)를 유발하여 체중 조절을 어렵게 하는 위험인

외에 추가로 나이, 성별, BMI까지 보정한 분석결과이다. 절

자이다. 또한, 양심성은 성취욕, 조직성, 책임감 등과 관련이

제적 섭식에 대한 회귀분석모델에서 양심성은 모델 1과 2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다 절제적 식이 습관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유일한 요소였다(각각, P =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0.02, P = 0.03). 정서적 섭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경증이

데 있어 주요 실패원인은 과식하는 행태가 재발하는 것이기

모델 1에서는 유의하였으나(P = 0.001), 모델 2에서는 회귀

6)
때문에 , 신경증적 성향이나 양심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

모형이 유의하지 않았다.

와 관련된 식습관에 대한 사전정보를 주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체중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도움을 주거나 체중감량

찰

하고자 하는 노력을 칭찬하면서 성취동기를 주고 책임감을
본 연구에서는 한국 비만성인에서 성격특성과 식습관이

갖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식습관과 유

본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성격특성은 양심성이었다. 즉, 양심성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정서적 섭식은 신

이 높은 사람들은 절제적 섭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증적 경향성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낮은 양심

비만할수록 외향적이고 폐쇄적인 성격특성을 보였다.

성, 낮은 외향성과 연관성을 보였다. 반면, 절제적 섭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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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양심성, 높은 외향성, 높은 개방성, 낮은 신경증적 경
17)

서 나타난 특성이 다른 목적으로 시행된 임상연구의 세부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석으로, 표본크기가 적절치 않아 실제로는 유의한 성격특성

식습관과의 단순 상관관계만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관계

을 보이는 세부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을 가

에 잠재적인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나이, 성별, 비만도,

능성이 있다. 셋째, 특정지역 비만인으로 대상을 국한하였고

그리고 다른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정신의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에 한국비만성인으로 일반화하기에

향성과 관련 있었다.

학에서 성격분석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기질 및 성격검사

무리가 있으며, 아울러 조사대상자중 남성 표본수가 적어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를 이용한 연구에

(14.9%) 적절한 성별 비교가 어렵다. 넷째, 성격특성에 따른

서도 비만 여성에서 높은 신경증적 경향성과 낮은 외향성이

식습관의 차이가 실제로 비만도 및 음식섭취량과 연관이 있

18)

비만인 사람에게서 강한 탐색 추구 성향

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지 못했다. 마지막

(Novelty seeking)은 체중조절에 실패하고 과식에 대한 강

으로, 이미 진단받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

나타났고

19)

한 충동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증 등)에 대해 식습관 및 식사조절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

17)

이전 연구결과 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우 식습관 측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

식습관과의 관계에 있어 성별 차이에 대한 개연성을 보여줬

서는 극히 일부의 환자(여성에서만 7명이 고혈압으로 치료)

다.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 정서적 섭식이 신경증적 성향과

만 해당이 되었고, 이들의 진단시점으로부터 평균기간은 약

관련 있었지만 남성에서는 절제적 섭식도 신경증적 성향과

20개월로 이미 고정된 하나의 식습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관련 있었다. 또한, 여성에서는 남성과 다르게 절제적 섭식

판단하여 분석에서 고려치는 않았다.

이 양심성이나 개방성과 관련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 남녀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비만성인을

간의 성격특성의 차이나 식습관의 차이에 대한 자료는 거의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식습관과의 관계를 살펴본 매우 드문

20)

없으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남녀학생

연구로, 본 연구결과는 추후 동일주제에 대한 연구에 소중

간의 성격유형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만인

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결과가 재

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않았고 성격유형의 파악에 있어

현된다면 개인별 맞춤비만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설문조사를 이용하였

다.

기 때문에,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향후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로 보다 구체적인 가설이 도출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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