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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 젊은 성인 여성의 부적절한 체중감량 실태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및 실천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중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대학의 여대생 225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생활습관, 이상식행동, 건강
관련요인 등을 조사하고 각 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영양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
하였다.
2

결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4세이며 신장은 162.7 cm, 체중은 51.3 kg으로 BMI는 19.4 kg/m 로
2
나타나 한국인 국민영양조사 성인여성 기준치인 161 cm, 54 kg, BMI 23.6 kg/m 보다 신장은 크고, 체

중과 BMI는 낮았고, 체중조절시도군 (48.4%)의 BMI에 의한 분류결과, 비만군보다 정상군과 저체중군
의 비율이 더 높아서 불필요한 체중조절이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시도군은 비시도군보다
식습관이 나쁘고, 이상식행동점수가 높아서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체중조절의 가능성이 더 크다. 체중조
절 시도군은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나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84.9%) 이상식행동 점수가
11.6점으로 비시도군 4.6점보다 높고(P < 0.001), 식습관 점수가 25.2점으로 비시도군 26.3점보다 낮았
다 (P < 0.01).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영양교육프로그램의 주제는 체중감량이 82.1%였고 이상식행동과
생활습관, 식습관은 서로 유의적 상관성을 보이므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행동적용 방안을 통한 영양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체중조절시도군의 이상식행동 점수가 비시도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평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교신저자: 김경아, 서울 중구 저동 2가 64번지, 서울백병원 별관 인당관 708호
Tel: 02)2270-0960, Fax: 02)2267-2030, E-mail: kadream@hanmail.net, Mobile: 011-9631-5902
* 이 연구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비 지원(KISTEP 98-N6-03-01-05)으로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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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준으로는 정상범위에 속하므로 우리 나라 여대생의 수준에 맞는 cutoff point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식습관, 생활습관, 이상식행동, 영양교육프로그램 요구도, 여대생

서

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여대생들의 건강증진

론

13,

을 위한 영양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로

16~22)

.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 골격의 성장과 성적 성숙 등 신체적 발달이 완성된

서는 이들의 식습관 및 영양상담 요구를 체계적으로

시기로 행복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다도 건강함이 요구된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서는 여대생의 체중조절 시도 여부에 따른 식습관과

적 측면에서 고려해야하며, 생활양식은 건강 상태에

운동습관,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이상식행동, 영양교

1)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식사, 운동,

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상식행동과 식습관과의 상관

음주나 흡연 유무, 스트레스 등의 건강 관련 요인이 모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재생산 역할과 생물
학적,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방

법

2,3)

야한다 . 게다가 이시기에 형성된 건강행동은 자신의

1. subjects

평생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대학의 여대생 225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

명으로 19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문헌

4)
이다 . 그러나 세계적으로 체중조절이 유행처럼 번지

고찰을 통해 작성한 설문지는 1차, 2차에 걸친 예비조

면서 최근 젊은 여성층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마른

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훈련

5~9)

체형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된 조사자에 의해 여대생 225명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
구 (cross-sectional study)로 실시하였다.

체중조절시도의 방법도 절식이나 과잉 운동, 구토제나

2. Measurements

이뇨제 사용 등 건강을 해치는 무리한 방법들을 사용
1,10)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개발된 설문지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 체중조절 시

.

또한 불량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식사 빈도의

도 여부, 식습관, 생활습관, 이상식행동에 대한 문항으

변화가 신진대사의 변화를 초래하고 식사빈도가 낮고

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과식을 하면 과다체중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가 보

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12)

고 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불
1) 건강 및 영양적 요인

규칙한 생활습관과 이로 인한 불량한 식생활이 보고
되며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불규칙한 식사, 아침 결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신장, 체중, 등을 조사하였고

식, 간식, 과식, 외식, 인스턴트식품의 이용 등 식생활

건강자각상태, 수면 시간, 규칙적인 운동 습관, 운동을

의 조화가 깨어지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6,8,

하지 않는 이유와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운동을

9,13~15)

하는지, 흡연 여부와 흡연 동기, 흡연량 등 흡연 실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대생 대상의 국내 연구는 식이섭취 실태와 영양지

1)

와 음주 여부, 음주 종류 등에 대한 문항을 Nam 등

- 249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3 권 제 4 호 2004 －

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3. Statistical Analysis

다음으로 체지방량과의 상관관계 계수가 0.7~0.8로

수집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서 체지방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수로 알려진 BMI
11,23)

를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대상자의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체중조절 여

비만도는 BMI를 기준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체중을 조절하려는 군과

24)
비만치료 지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BMI는 성인

체중 조절을 시도하지 않는 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

기 이후 비만판정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며, 18.5~22.9

하였고, 체중조절 여부에 따른 군간 차이는 t-test와 χ2

의 범위는 정상, 23이상이면 과체중, 25이상이면 비만

-test를 이용하였다.

25)
6)
으로 판정하였다 . 체중조절에 대한 실태는 Kim 등

체중조절 시도 여부에 따라 신장, 체중, 음주, 흡연

의 연구를 기초로 체중조절 여부, 체중조절에 시도한

실태 등 생활습관, 식습관, 이상식행동에 차이가 있는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식습관을 평가하기 위해

지 분석하였고, 이상식행동과 식습관간의 상관관계를

과식, 균형식, 간식, 규칙적 식사의 여부, 외식, 칼슘

알아보았다.

섭취, 인스턴트 식품 섭취, 콜레스테롤 식품 섭취, 해

결과 및 고찰

조류 섭취, 결식 등 전체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 1
회 미만 1점, 주 1~3회 2점, 주 4~6회 3점, 매일 4점

1. 일반적 요인과 체중조절 실태

으로 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과식, 간식, 외식, 인스턴
트 식품 섭취, 콜레스테롤 식품 섭취, 결식 빈도에 대

225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

한 문항은 역으로 처리하여 10점에서 40점의 범위로

며 그 결과 (Table 1) 조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cron-

20.4세이며 신장 162.7 cm. 체중은 51.3 kg으로 BMI

bach α=0.64).

2
는 19.4 kg/m 로 한국인 국민영양조사 성인여성 기준
8)
2
치 인 161 cm, 54 kg, BMI 23.6 kg/m 보다 신장은 크
16)
고, 체중과 BMI는 낮아 Park 등 이 보고한 바와 같

2) 이상식행동
이상식행동 검사 (EAT-26)는 섭식문제를 지닌 사람
26~28)

들을 확인하는데도 유용한 도구로

6점 척도로 된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신경성

이 영양불량이 우려되었다. 질병은 79.6%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위장질환, 기관지염,
고혈압, 빈혈 등이었다.

과식욕증,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 통제 등 3가지 요인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한 항목에 대해 현재 체

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도가 심한 ‘항상 그렇다’ 2점,

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응답한 109명 (48.4%)을

‘자주 그렇다’ 1점으로 채점하고 나머지 `전혀 아니

29)
체중조절 시도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Ryu 가 체

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는 0점으로 채점하였

중조절시도군이 56.2%라고 보고한 것 보다 낮았다.

다. 전체 합계의 범위는 0점에서 78점까지로 20점 이

체중조절 시도여부에 따른 체중과 BMI는 체중조절 시

상일 때 병리적인 절식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판단되

2
도군은 52.9 kg, 20.0 kg/m 이고 비시도군은 49.9 kg,

27)
므로 신경성 거식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18.8 kg/m2로 체중조절시도군이 비시도군보다 유의적
으로 높지만, 체중조절 시도군의 경우 BMI에 의한 비

3) 영양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만판정의 분류로는 과체중군은 2.8%였고 그 외 나머

정보를 얻는 급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지는 정상군, 저체중군이 각각 84.9%, 4.6%로 대부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원하는 영양상담의 형식이 개별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인 대상자들의 체중조절시도로

인지 집단인지를 조사하고 원하는 주제, 횟수 등에 대

30)
나타났다. Yim 의 연구에서 여자청소년 중 비만군

한 질문으로 영양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

73.2%, 정상체중군에서 59.4%가 체중조절을 시도군

였다.

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체중조절 시도군 중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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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Weight control

Total
(n=225)
2)

Age
Height (cm)

20.4 ± 1.9
162.7 ± 4.7
51.3 ± 5.0
19.4 ± 1.7

***

Weight (kg)

2 ***

BMI (kg/m )

BMI estimation

1)

2)
3)

1)*

3)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44 (19.6)
181 (80.4)
3 (2.8)

Attempt group
(n=109)

Non-attempt
group (n=116)

20.4 ± 1.8
162.7 ± 4.4
52.9 ± 4.4
20.0 ± 1.4

20.4 ± 2.0
162.8 ± 5.1
49.9 ± 5.2
18.8 ± 1.7

5 (4.6)
101 (84.9)
3 (2.8)

39 (33.6)
77 (66.4)
0 (0.0)

*** P < 0.001
Estimation of BMI
Underweight: BMI ≤ 18, Normal: 18 〈 BMI ≤ 22.9, overweight: 23〈 BMI
mean ± SD
n (%)

이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이었다는 보고6,29~33)와 유사

경우 가끔이라도 운동을 하는 비율이 28.45%이고 비

하여 정상체중군에서의 불필요한 체중조절이 시도된

시도군은 18.1%로 체중조절시도군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중조절시도군이 체중조절에 이용한

8)
비율이 높았다. Ministry of health welfare 의 2003년

방법으로는 식이요법이 34.9%, 운동이 25.7%였으며

보고에 의하면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종류에 대해서 걷

체중을 줄이려는 주된 이유는 균형된 외모유지가 84.4%,

기가 18.5%로 가장 빈도가 높고, 등산, 달리기, 헬스가

건강유지가 11.9%로 체형 등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18.1%, 14.8%, 11.2% 순으로 보고하였고, 여대

31)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1).

생들이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중조절을
위해서 많이 걸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일상생

2. 생활습관

활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생활습관 관련 요인으로 건강자각 상태, 수면정도,

12,26)

다른 연구 결과

나 Kim 등22)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운동습관, 흡연과 음주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맨손체조나 시판되는 다이어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Table 2).

따라하고 있었다. 최근 조사보고에 의하면 20대의 경

건강자각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우 비운동군이 70.5%이고 여성의 경우 비운동군이

대답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고 ‘좋다’고 대답한 경

76.9%로 나타났고 정상체중군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우가 34.2%로 나타났다. 건강걱정도에서 ‘항상 걱정한

다고 응답한 경우는 73.7%로 이보다는 본 연구대상자

다’는 경우 10.2%, ‘가끔 걱정한다’가 68.0%로 나타났

의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최근 여

으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무 것도 하

성의 흡연은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증가하는 추세로

지 않는 경우는 43.6%, 식사조절을 하는 경우가 24.4%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자의 89.3%만 `안

로 나타나 걱정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

피운다'고 응답하여 Park 등16)의 조사보다 많았다. 체

음을 보여주었다.

중조절시도 여부에 다른 군간의 차이는 없으나 과거에

8)

1)

운동을 하지 않는 여대생은 63.6%로, 여고생을 대

흡연했거나 현재 흡연하는 경우, 흡연의 이유로 스트

6)
상으로 한 Kim 등 의 80.9%라는 보고보다 운동을 하

레스 해소가 50%이상, 체중조절이 23.1%여서 여성

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는 ‘체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고 흡연과 체중조절간의 올바르

중감량’이 42.7%로 가장 많았는데, 체중조절시도군의

지 못한 인식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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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Condition by Weight Control Attempt Status
Total
(n=225)

Weight control
Attempt
group(n=109)

Non-attempt
group(n=116)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Bad
So-so
Good
Very good

1 ( 0.4)
17 ( 7.6)
113 (50.2)
77 (34.2)
17 ( 7.6)

0( 0.0)
10( 9.2)
53(48.6)
37(33.9)
9( 8.3)

1 ( 0.9)
7 ( 6.0)
60 (51.7)
40 (34.5)
8 ( 6.9)

Concern about Health

Always
Occasionally
Never

23 (10.2)
153 (68.0)
49 (21.8)

14(12.8)
71(65.1)
24(22.0)

9 ( 7.8)
82 (70.7)
25 (21.6)

Method of health
maintenance*

Nothing
Diet
Exercise(Including climbing, jogging)
Bath
Invigorant / Supplements
Others

98 (43.6)
55 (24.4)
24 (10.7)
18 ( 8.0)
13 ( 5.8)
17 ( 7.6)

39(75.8)
26(23.9)
18(16.5)
11(10.1)
6( 5.5)
9( 8.3)

59 (50.9)
29 (25.0)
6 ( 5.2)
7 ( 6.0)
7 ( 6.0)
8 ( 6.9)

Degree of sleeping hours Sufficient
Normal
Insufficient

23 (10.2)
108 (48.0)
94 (41.8)

15(13,8)
53(48.6)
41(37.6)

1 ( 6.9)
55 (47.4)
53 (45.7)

Degree of exercise**

Never
Ocasionally
one per week
2-3 per week
4-5 per week
Every day

143 (63.6)
52 (23.1)
12 ( 5.3)
15 ( 6.7)
2 ( 0.9)
1 ( 0.4)

57(52.3)
31(28.4)
7( 6.4)
12(11.0)
1( 0.9)
1( 0.9)

86 (74.1)
21 (18.1)
5 ( 4.3)
3 ( 2.6)
1 ( 0.9)
0 ( 0.0)

Smoking

Non-smoker
Ex-smoker
Smoker

201 (89.3)
13 ( 5.8)
11 ( 4.9)

46(42.2)
17(15.6)
46(42.2)

42 (36.2)
14 (12.6)
60 (51.7)

Drinking

Non-drinker
Ex-drinker
Drinker

106 (47.1)
31 (13.8)
88 (39.1)

46(42.2)
17(15.6)
46(42.2)

64 (55.2)
14 (12.1)
42 (36.2)

n(%)

* P < 0.05 ** P < 0.01

항목에 있어서는 과식에 대한 항목만이 군간에 유의적

3. 식습관
식습관 점수는 과식, 균형 있는 식사, 간식섭취, 규칙
성, 외식, 칼슘섭취, 인스턴트식품 섭취, 콜레스테롤 식
품 섭취, 해조류 섭취, 결식 등 10가지 항목의 합계를
구한 것으로 40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점수는 25.8점으
로 좋지 않은 편이고 체중조절시도군 25.2점으로 비시
도군의 26.3점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Table 3). 세부

차이를 보였는데 (P < 0.001) 체중조절시도군은 2.8점
으로 비시도군의 3.2점보다 점수가 낮았다. 여러 연구
3,6,9,12,14,15,34)

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식습관의 문제점으

로 잦은 간식, 높은 외식 빈도, 인스턴트 식품 섭취 빈
도가 높고 시간부족이나 습관적인 아침결식 등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간식의 과다 섭취, 체중조절 의도, 바
쁜 생활 등3,12,26)에 의한 저녁결식이 늦은 저녁의 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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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Habit by Weigh Control Attempt Status
Total
(n=225)
1)

Overeating
Balanced meals
Snack or food intake just before go to bad
Regular meals
Eating-out
Intake of small fish
Intake of instant food / fast food
Intake of food with high cholesterol
Intake of seaweeds
Skipping meals
2)
The score of dietary habit
mean ± SD

* P < 0.05

3.0 ± 0.9
2.2 ± 0.9
2.9 ± 1.1
2.4 ± 1.0
2.7 ± 1.0
1.8 ± 0.8
2.8 ± 0.8
2.8 ± 0.8
2.0 ± 0.8
3.2 ± 0.6
25.8 ± 3.9

Weight control
Attempt group
(n=109)
2.8 ± 0.9
2.2 ± 0.9
2.8 ± 1.0
2.3 ± 1.0
2.6 ± 1.0
1.8 ± 0.9
2.8 ± 0.8
2.7 ± 0.9
2.0 ± 0.9
3.2 ± 0.6

Non-attempt
group(n=116)

****

**

25.2 ± 0.6

3.2 ± 0.8
2.3 ± 0.9
2.9 ± 1.1
2.5 ± 0.9
2.8 ± 1.0
1.7 ± 0.8
2.9 ± 0.7
2.8 ± 0.8
1.9 ± 0.8
3.3 ± 0.5
26.3 ± 3.7

** P < 0.01 *** P < 0.001

1)

Range of each dietary habit item 1~4 (The higher the point, the better the dietary habit is in each item)

2)

Range of each dietary habit total 10~40 (The higher the point, the better the dietary habit is)
16)

과 다음날 아침결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 심

로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 스스로가 건강의

이상식행동 점수로 이상식행동군과 정상군을 분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27)
한 결과, 이상식행동군이 전체 10%로 Garner 등 이

결식으로 이어진다는 대답도 하여 여대생의 체중조절

보고한 22~27%보다 낮았고 그 중 체중조절시도군은

에 대한 관심이 절식이나 폭식과 같은 이상식행동과

18%이고 비시도군은 2%로 나타나 군간에 유의적 차

26,34)

연결된다는 보고

와 연관지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보였다 (P < 0.01) (Table 4).

영양상담프로그램에는 결식과 가공식품 섭취빈도 줄

이상식행동은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기, 규칙적인 식사습관, 과식 조절 등이 포함되어야

이 척도는 신경성 과식욕증 (요인 1), 음식에 대한 몰

할 것이다.

두 (요인 2), 섭식 통제 (요인 3) 등 3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고, 전체 합계의 범위는 0점에서 78점까지로

4. 영양심리적 요인

20점 이상일 때 병리적인 절식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상식행동을 평가한 결과 (Table 4) 전체 8.0점으

27,28)

판단되므로 신경성 거식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로 정상범위이고 체중조절시도군 평균은 11.6점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 9.8%가 이상식행동군으로

비시도군 4.6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35)
분류되었고 체중조절시도군은 18.4%로 Yoo 등 이

신경성과식욕증 (요인 1)은 전체 5.3점이고 체중조절

청소년에 있어서 1.74%라고 보고한 것보다 높게 나타

시도군 8.1점, 비시도군 2.7점이고 (P < 0.001), 음식에

났고, 비시도군은 1.7%가 이상식행동군으로 분류되어

대한 집착 (요인 2)은 전체 1.6점이고 체중조절시도군

이상식행동의 빈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

2.3점, 비시도군 0.9점이며 (P < 0.001) 폭식척도는 전

다. 한국에서는 최근 무분별한 체중감량 시도가 많이

체 0.6점이고 체중조절시도군 0.9점, 비시도군 0.3점으

보고되고 있고 이상식행동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

로 체중조절여부에 따른 군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고되고 있으며

(P < 0.001). 체중조절시도군의 이상식행동점수가 정

기준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6,28,35)

상범위이긴 하지만 비시도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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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AT-26 by Weight Control Attempt Status
Total
(n=225)
1)

a

Weight
Attempt
group
(n=109)
1.6 ± 1.2
0.2 ± 0.6
0.1 ± 0.5
0.6 ± 1.0
1.3 ± 1.3
0.9 ± 1.1
0.9 ± 1.2
0.2 ± 0.6
0.3 ± 0.7
0.6 ± 1.0
0.6 ± 0.9
0.4 ± 0.8
0.5 ± 0.7
0.8 ± 1.1
0.6 ± 1.0
0.09 ± 0.4
0.2 ± 0.7
0.4 ± 0.9
0.2 ± 0.7
0.1 ± 0.4
0.2 ± 0.6
0.1 ± 0.4
0.1 ± 0.3
0.4 ± 0.9
0.1 ± 0.3
0.2 ± 0.6
11.6 ± 11.3
8.1 ± 7.0
2.3 ± 3.8
1.1 ± 2.5
0.9 ± 1.7

control
Non-attempt
group
(n=116)
0.5 ± 0.9
0.1 ± 0.3
0.03 ± 0.2
0.1 ± 0.5
0.4 ± 0.1
0.3 ± 0.6
0.3 ± 0.7
0.1 ± 0.4
0.03 ± 0.2
0.4 ± 0.5
0.1 ± 0.3
0.1 ± 0.4
0.6 ± 0.8
0.4 ± 0.8
0.2 ± 0.7
0
0.1 ± 0.4
0.1 ± 0.5
0.03 ± 0.2
0.03 ± 0.2
0.1 ± 0.3
0.1 ± 0.3
0.3 ± 0.7
0.3 ± 0.7
0.1 ± 0.4
0.2 ± 0.6
4.6 ± 4.8
2.7 ± 3.4
0.9 ± 2.0
1.0 ± 2.1
0.3 ± 0.8

1. I fear becoming fat
2. I know about calorie when I ate
3. I avoid food high in carbohydrate such as bread, potato, rice
4. I feel guilty after eating
5. I am preoccupied with thinking of becoming thinner
6. I think of energy expenditure when I am exercising
7. I am captured by thinking that I'm fat
8. avoid eating food that contains sugars
9. I eat low-calorie food
10. I feel depressed after eating sweet foods
11. I control diet for weight loss
12. I like feeling of hungry
13. I enjoy eating new food and delicious food
14. I find myself who is captured by foods
15. I eat until I feel it's out of my control
16. I vomit after eating
17. My life is influenced by foods
18. I spending too much time on thinking of foods
19. I feel an impulse of vomiting after eating
20. I am afraid of eating even when I am hungry
21. I divide food in small bits
22. I feel that others like me more if I eat more
23. Others think I'm too lean
24. I eat slowly than others do
25. I am proud of controlling amount of eating
26. Others talks to me I should eat more
Disordered eating behavior score2)
3)
Bulimia (Factor 1)
Preoccupation with food (Factor 2)4)
Control of eating (Factor 3)5)
Index of overeating6)

1.0 ± 1.2
0.1 ± 0.4
0.1 ± 0.4
0.3 ± 0.8
0.9 ± 1.2
0.6 ± 0.9
0.6 ± 1.1
0.1 ± 0.5
0.2 ± 0.5
0.4 ± 0.8
0.3 ± 0.7
0.2 ± 0.6
0.6 ± 0.7
0.6 ± 0.8
0.4 ± 0.9
0.1 ± 0.3
0.1 ± 0.5
0.3 ± 0.7
0.1 ± 0.5
0.1 ± 0.3
0.1 ± 0.5
0.1 ± 0.4
0.2 ± 0.6
0.4 ± 0.8
0.1 ± 0.4
0.2 ± 0.6
8.0 ± 9.2
5.3 ± 6.1
1.6 ± 3.1
1.1 ± 2.3
0.6 ± 1.3

Estimation by index of overeating7)**
Overeating group
Nonovereating group

34 (15.1)b
191 (84.9)

24 (22.0)
85 (78.2)

10 (8.6)
106 (91.4)

Estimation by eating disorder8)***
Disorder group
Nondisorder goup

22 (9.8)
203 (90.2)

20 (18.4)
89 (81.7)

2 (1.7)
114 (98.3)

t
7.1
2.2*
1.2*
4.7
6.8*
5.2*
4.8***
1.7
3.7***
4.7***
5.5***
2.6**
-1.2**
2.5
3.4***
2.2*
2.4*
3.3***
2.2*
1.7
1.8
0.3
-2.5**
1.1
0.1
-0.2
6.0***
7.2***
3.5***
0.5
3.5***

a :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1)
Range of each items 0~3 (The higher point is the bigger problem of each item)
2)
Range of eating disorder score 0~78 (The higher than 20 point means having of possibility for an eating disorder)
3)
Factor 1 = (Sum of scores in number 1~13), range: 0~39 (The higher point means possibility of an bulimia)
4)
Factor 2 = (Sum of scores in number 14~19), range: 0~18 (The higher point means more preoccupation with food)
5)
Factor 3 = (Sum of scores in number 20~26), range: 0~21 (The higher point means more strict control of eating)
6)
Index of overeating = (Sum of scores in number 15, 16, 19), range: 0~9 (The higher point means possibility of
overeating)
b : n(%)
** p<0.01
***p<0.001
7)
Overeating group: Overeating score ≥ 2, Nonovereating group: Overeating score < 2
8)
Eatingdisorder group: EAT-26 score ≥ 20, Nondisorder group: EAT-26 score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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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tion Information Source and Applicability by Weight Control Attempt Status
Weight control

Total
(n=225)
Information source of nutrition

*

Experience of nutrition information
by computer network

***

Desirable type of nutritional counselling
format

Attempt
group(n=109)

Non-attempt
group(n=116)

No
Multimedia
Family
Books, poster
Online, internet
Others

22 ( 9.8)
122 (54.2)
50 (22.2)
14 ( 6.2)
11 ( 4.8)
6 ( 2.7)

11 (10.1)
51 (46.8)
28 (25.7)
12 (11.0)
4 ( 3.7)
3 ( 2.8)

11 ( 9.5)
71 (61.2)
22 (19.0)
2 ( 1.7)
7 ( 6.0)
3 ( 2.6)

No
Use of documents
Use of counseling

189 (84.0)
36 (16.0)
0 ( 0.0)

83 (76.2)
26 (23.9)
0 ( 0.0)

106 (91.4)
10 ( 8.6)
0 ( 0.0)

Individual type
Group type
Combination of
individual & group

157 (69.8)
35 (15.6)

79 (72.5)
11 (10.1)

78(67.2)
24(20.7)

1)

Adequate time for nutrition counseling

33 (14.7)

19 (17.4)

14(12.1)

46.9 ± 20.6

46.0 ± 19.4

47.7 ± 21.8

Desirable number of nutrition counseling

less than 2
4
8
more than 12

55 (24.4)
93 (41.4)
34 (15.1)
43 (19.1)

20 (18.3)
44 (40.4)
18 (16.5)
27 (24.7)

35 (30,2)
49 (42.2)
16 (13.8)
16 (13.8)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in nutrition

No
Participate by time
Participate by Subject

97 (43.1)
69 (30.7)
59 (26.2)

43 (39.5)
26 (23.9)
46 (36.7)

54 (46.6)
43 (37.1)
19 (16.4)

counseling

**

n(%)
* P < 0.05
1)
mean ± SD

** P < 0.01

*** P < 0.001s

합계 점수로 2점 이상이면 폭식행동군으로 분류되는

만이나 과체중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체중감소에 대한

데, 이에 의한 분류로는 전체 15.1%가 폭식 행동을 보

강박관념의 급진적 증가

였으며 체중조절여부에 따른 비폭식행동군, 폭식행동

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3,9,14), 15,29,30)

군 비교는 조절군에 있어서는 각각 78.2%, 22.0%이고

로 체중조절에 대

4. 영양 정보 급원과 교육 요구도

비시도군은 각각 91.4%, 8.6%로 군간에 유의적 차이
를 보여 (P < 0.001) 체중조절시도군이 이상식행동을

영양상담을 원하는 주제로 다이어트 82.1%, 식생활

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 스스로가 건강의

관리 10.7%, 체질에 대한 관리 5.4%, 거식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관리 1.8%로 나타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결식으로 이어지고 절식이나 폭식과 같은 이상식행동

다른 연구결과

26,34)

6,16,18,26,34)

와 유사하였다. 영양정보의 급

와 연관지을 수 있었다. 본 연

원으로는 대중매체가 54.2%, 가족이 22.2%로 나타났

구의 대상자는 BMI와 Obesity Index (비만도로 수정)

으며 체중조절시도군은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가 정상범위로 체중조절시도군이라 하더라도 비만도

얻고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영

가 정상범위이고 체중부족군과 수척군도 있으므로 비

양교육 및 영양상담의 유용성이 보고되는데20,36), 본 연

과 연결된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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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of Eating Disorder and Health Related Factors, BMI
Perceived health Concern about
status
Health

Eat-26

Total
Factor 1
Factor 2
Factor 3
Index of overeating

0.023
-0.029
0.049
0.084
0.088

* P < 0.05
** P < 0.01
*** P < 0.001
Factor 1: bulimia
Factor 2: preoccupation with food
Factor 3: control of eating

Degree of
sleeping hours

Degree of
exercise

BMI

-0.037
0.035
-0.086
-0.103*
-0.049

-0.182***
-0.187***
-0.060
*
-0.138
-0.125*

-0.244****
-0.419****
**
-0.139
0.249****
**
-0.147

0.053
0.065
-0.011
0.047
0.046
**** P < 0.0001

Table 7. Correlations of Eating Disorder and Dietary Habits
Eat - 26
Total
Overeating1)
Balanced meals
Snack or food intake just before go to bad
Regular meals
Eating-out
Intake of small fish
Intake of instant food / fast food
Intake of food with high cholesterol
Intake of seaweeds
Skipping meals
2)

0.139
0.059
0.020
0.087
0.016
-0.065
0.026
0.031
-0.137

* P < 0.05
** P < 0.01
*** P < 0.001
Factor 1: bulimia
Factor 2: preoccupation with food
Factor 3: control of eating

Factor 2

0.096*
0.017
-0.093
0.041
-0.028
-0.063
-0.049
-0.028
-0.093

0.348
0.081

**

**

0.142

**

0.185

0066

The score of dietary habit

Factor 1

-0.018

***

****

****

0.252

0.128**
0.072
0.062
**

0.144
0.052
-0.093
-0.007

0.251****

Factor 3
**

-0.139
0.066
-0.014
0.053
0.0333

**

-0.149
0.031
0.106*
-0.147
0.076
-0.024

**

Index of
overeating
0.303****
0.090
0.177

**

0.091*
0.073
0.059
0.109
0.045

*

-0.084
0.008

**

0.209***

**** P < 0.0001

구에서는 체중조절시도군이 23.9%로 비시도군의 8.6%

여러 요인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비만도가 정상 범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상담의 형

위인데도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상적

태로 개별 상담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에

체중이나 무조건적인 체중감소 등의 경향이 보이므로

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을

체중조절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과 그 영향의

37)

고려한 것으로 Adams 등 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정도를 파악하였다.

(Table 5).

이상식행동과 건강 관련 요인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 건강 자각상태, 건강염려도는 유의적 관련성이 없

5. 이상식행동과 BMI, 식습관의 상관 관계

었고, 수면시간과 이상식행동 중 식이조절 요인 (factor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요인과 체중조절여부에 따른

3)은 유의적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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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는 이상식행동의 총점과 각 요인들이 모두 유

51.3 kg, BMI는 19.4 kg/m2이며 체중조절시도 여부에

의적으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따라 체중조절시도군과 비시도군으로 분류하였다. 체

한 BMI는 이상식행동 요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중과 BMI는 체중체중조절시도군 (48.4%)은 52.9 kg,

며, factor 3만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6).

2
2
20.0 kg/m 이고 비시도군은 49.9 kg, 18.8 kg/m 로 체

식습관과 이상식행동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면 과식

중조절시도군이 비시도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의 경우 이상식행동의 모든 요인과 유의적 상관을 보

2) BMI에 의한 비만판정의 분류로는 체중조절시도

였으며, 간식섭취하기와 가공식품 섭취 등은 폭식척도

군의 경우 과체중군은 2.8%였고 그 외 나머지는 정상

와 음식에 대한 몰두 (요인 2)가 유의적 상관성을 보였

군, 저체중군이 각각 84.9%, 4.6%로 대부분 정상체중

다. 결식의 경우 이상식행동 총점과 신경성 과식욕증

이거나 저체중인 대상자들의 체중조절시도가 나타났다.

(요인 1)이 유의적 상관성을 보였고, 해조류 섭취의 경

3) 건강자각상태가 ‘좋다’고 대답한 경우가 34.2%

우 이상식행동 총점과 섭식 통제 (요인 3), 폭식 척도

뿐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

와 유의적으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적절한 운동을

는 경우가 43.6%로 인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하는 경우와 올바른 식사습관을 가진 경우 이상식행동

차이가 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체중조절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7).

시도군 (52.3%)이 비시도군 (74.1%)보다 낮았다.

29)

Ryu 는 체형에 대한 관심이 곧 체형의 변화로 연

4) 식습관 점수는 체중조절시도군은 25.2점, 비시도

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형에

군은 26.3점으로 체중조절시도군의 점수가 낮았고, 특

대한 인식이 체중조절로 연결되고 자신의 체형에 불만

히 과식에 있어서 체중조절군의 점수가 2.8점으로 비

족할수록 체중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정

시도군 3.2점보다 낮았다.

상체중군에서의 체중조절이 보고된 다른 연구에서처
6,30~33)

5) 이상식행동 점수는 전체 8.0점이고, 체중조절시

체중조절 시도군의 경우에도 BMI는 정상체

도군 11.6점으로 비시도군 4.6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중군에 속하였고, 오히려 저체중군인 경우도 나타났으

다 (P < 0.001). 세부요인 중 신경성 과식욕증, 음식에

럼

므로 무리한 체중조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상식행

대한 몰두요인이 체중조절시도군이 각각 8.1점, 2.3점

동이나 생활습관 관련 요인은 상관성을 보이며, 운동

으로 비시도군 2.7점, 0.9점보다 높았다 (P < 0.001).

정도는 올바른 식습관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또한 폭식행동군은 체중조절군에서 22.0%로 비시도군

어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8.6%로 높게 나타나 체중조절시도군의 문제의 가능성

체중과 관계없이 비만에 대한 공포감으로 부적절한

을 시사하였다.

5)
식습관를 보이고 , 마르면 마를수록 아름답다는 미에

6) 영양정보의 급원으로는 대중매체가 54.2%, 가족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부적절하고 무리한 체중조절을

이 22.2%이며, 원하는 영양상담 주제는 체중조절이

시도할 가능성이 관찰되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교

82.1%로 가장 많고, 영양상담의 형태에 대해 개인교

정을 통한 올바른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체중조절시도군에서는 집

영양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교육 후 개별적인 관리를 하는 혼합형태가 17.4%로
비시도군 12.1%보다 높았다.

결론 및 제언

7) 이상식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중
운동요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올바른 식습관과

본 연구는 여대생의 식습관, 생활습관, 이상식행동,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등을 알아보고 여대

는 음의 상관관계를, 바람직하지 못한 식사습관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모였다.

생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
화는 어렵지만 무리한 체중조절의 가능성이 관찰되었

1) 대상자의 평균 연령 20.4세, 신장 162.7 cm. 체중

고, 생활습관과 식습관, 이상식행동 특성과 각 요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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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유의적 상관성을 얻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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