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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만 성인의 심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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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bese Adult Participants in the Weight
Management Program
Hana Kim1, Sung Nim Ha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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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Psychological aspec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 weight management program for it to be
successful and effective. This paper studie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bese people. Methods: Forty two obese adults (body mass
index 28.4 kg/m2, mean age of 29.4 years) and 23 normal weight adults (body mass index 21.5 kg/m2, mean age of 26.4 years) were studie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Anxiety Inventory (BAI), and Symptom Checklist (SCL)-90-R were used to measure depression and
anxiety, and to evaluate psychological problems. Self-esteem, body shap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ere assessed as variables for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quality of life. Results: The obese group had higher scores for obsessive-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paranoid ideation, and psychotic dimensions compared with the normal weight group. The obese group had lower self-esteem and lower body shape satisfaction than the normal weight group, however, obese group’s self efficacy was higher than the normal weight group.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obese subjects have lower self-respect and lower body shape satisfac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ase their anxiety
regarding their body weight. Care and consideration for their feelings of inferiority should be exerted when weight management program is
implemented. In addition, encouragement for self-control and self-determination is recommended.
Key words: Obesity, Psychological factor, Body shape satisfaction, Self-esteem, Self efficacy

서 론

문제 중의 하나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지적되고 있으며1, 우
리나라 역시 비만의 유병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여 현재는 성인 인구

최근 신체적, 정신적 안녕감(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 31%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만인구의 증가는 향후 성인병

있다. 이러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비만에 대한 관

증가 및 이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심이 높아지면서, 비만과 관련된 유전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복

되고 있어 보건학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4

합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비만 인구가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비만이 심각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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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유지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생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다. 제외기준은 현재 만성질환 또는 염증성 질

활 습관 교정, 식이 조절, 운동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나, 건

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

강 위험 요인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상업적인 접근이 더 많았다는 지

면역 억제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으로

적과 함께 , 심리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

정하였다. 정신검사 스크리닝 결과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

는 것이 큰 아쉬움이라 하겠다.

sion Inventory, BDI) 한국판17의 점수가 14점 이상인 사람은 정신과

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만과 관련된 수많은 환경적, 문화적, 유전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스크리닝 과정

학적, 발생학적 영향 요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 외에 심리적으로

을 거쳐 비만군 42명, 정상체중군 23명을 선정 조사하였다. 비만군은

도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 비만 환자의 30-50%가 불안과 우울증을 가

단체 교육과 개인 상담을 통해 행동 수정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습관

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연구 중 비만은 청소

과 식이섭취를 조절하도록 하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년에게 자아 정체감을 방해하는 취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

정상체중군은 단체 교육이나 체중 조절에 관한 개인상담은 받지 않

며, 스트레스 및 우울 등과도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국

고 생활습관의 파악을 위해 개인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서

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상체중의 여대생들보다 과체

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실행되

중의 여대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 정도가 높았다. 성인을

었다(IRB No. 0908/001-007).

6-8

9-11

12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군이 그렇지 않은

2. 심리학적 변인 측정 도구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증상을 보였다.13,14
비만과 함께 지적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1) Beck의 우울척도 한국판

만족도이다. 비만 자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느낌과는 다

Beck의 우울척도 한국판17은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

른 객관적인 측정치에 의한 신체적 표시이지만, 신체 만족도는 개인이

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 환자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변인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에게서 관찰이 가능한 행동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당 0점

해석에 가깝다. 특히, 소아의 경우, 비만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에서 3점으로 채점된다. Beck의 우울척도 한국판17의 우울증 측정표

지각이 부정적이며, 이러한 지각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치감과 연관성

와 신뢰도 및 양분상관계수는 0.65에서 0.67까지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만족도 수

α = 0.85로 나타났다.

15

준이 낮을 경우, 심리적 병리 증상인 우울이나 정신적 고통, 불안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6

2) Beck의 불안척도 한국판

본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갖추어야

Beck의 불안척도 한국판(Beck Anxiety Inventory, BAI)18,19은 불안

할 요인 중 하나로 심리적 정신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검사 중의 하나로, 자기보고형으

인식하고, 단체 교육과 개인 상담을 통해 행동 수정을 유도함으로써

로 되어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

생활습관과 식이섭취를 조절하도록 하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

도 α = 0.74로 나타났다.

하고자 하는 비만군의 심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울과 불안,
정신적 증상들이 취약할 소지가 있는지를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간에

3) 간이정신진단검사

비교하여 보고, 일상생활의 심리적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신체적 만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는 심리

족감과 자존감, 효능감 등이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사이에 차이가 있

치료 및 향정신약물 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뿐만 아니라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인에 대한 탐색은 행동 수정이나

심리진단검사로 쓰일 수 있도록 Derogatis 등20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

개인 면담 시 임상가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식 다차원 증상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이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9개 증상차원(symptom dimension)과 현재의 장애 수준의 심도를 나타내주는 90개 문항으로

연구 방법

구성되어 있다. 9개 증상차원으로는 신체화(somatization), 강박증

1. 연구 대상

(obsessive-compulsive),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우울
2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25 kg/m

(depression), 불안(anxiety), 적대감(hostility), 공포불안(phobic anx-

이상(비만군) 이거나, 체질량지수 18.5-23 kg/m (정상체중군)인 19-

iety), 편집증(paranoid ideation), 정신증(psychoticism)을 측정하였

60세의 성인으로 제외 대상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교내 포탈 사이트

으며, 전체지표로는 전체심도지표(global severity index), 표출증상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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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positive symptom total)와 표출증상심도지수(positive symptom

결 과

distress index)를 계산하였다.

1.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평균 연령은

4) 자기존증감 척도

자기존증감 척도 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

비만군이 29.4세(19-54세), 정상체중군이 26.4세(20-41세)였으며 유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α = 0.76으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비만군이 28.4 kg/m2, 정상

로 나타났다.

체중군이 21.5 kg/m2으로 비만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비만군의 체

21

질량지수는 남성이 28.6 kg/m2, 여성이 28.2 kg/m2이었으며, 정상체
5) 신체 체형 만족도 검사

중군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남성은 22.0 kg/m2, 여성은 20.9 kg/m2이

신체 체형 만족도 검사22는 체형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었다. 허리둘레는 비만군에서 남성이 93.6 cm, 여성이 90.8 cm이었으

제작한 도구로써, 34문항이며 6점 척도상에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되

며, 정상체중군에서는 남성이 77.1 cm, 여성이 72.8 cm 로 남성과 여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관심이 크며 ‘뚱뚱한 느낌’을

성 모두에서 비만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반영하며, 전반적인 신체 만족도가 낮음을 시

비만군은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혈청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사한다. 원저에서 α = 0.88, 본 연구에서도 내적합치도가 α = 0.96으로

질(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고밀도

나타났다.

지단백질(HDL)-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평균값
은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Table 2). 공복 혈당 수치는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6)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는 2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
23

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비만군 대상자들은 혈액지표 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은 아직 없는 비교적 건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fficacy)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이 있다.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17문항, 사
회적 자기효능감이 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α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bese and normal weight subjects
Obese
(N= 42)

Normal weight
(N= 23)

P value

29.4± 8.9
29.2± 8.6
29.7± 9.7

26.4± 4.6
25.8± 3.9
26.9± 5.4

0.135
0.205
0.405

173.3± 3.9
161.7± 3.6

174.4± 5.9
160.3± 4.0

0.499
0.382

85.9± 7.7
73.7± 10.5
28.4± 2.7
28.6± 2.2
28.2± 3.5

67.0± 6.7
53.8± 4.0
21.5± 1.2
22.0± 1.2
20.9± 1.0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93.6± 5.7
90.8± 11.1
0.90± 0.04
0.91± 0.03
0.87± 0.04
26.3± 7.0
25.3± 6.1
28.0± 8.3

77.1± 5.1
72.8± 8.0
0.82± 0.04
0.84± 0.02
0.79± 0.04
13.9± 3.9
12.6± 4.4
15.2± 2.8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73이었다.

3. 신체계측지표와 혈액지표 측정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체지방량은 InBody 520 (Biospac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장은 신장측정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혈액은 12시간 공복 후에 혈청 separator tube (BD
vacutainer® SST, Beck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로 채

혈하였다. 혈당,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 HDL)-콜레스테롤은 Cobas® Integra 400 plus
(Roche, Base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저밀도지단백

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콜레스테롤은 녹십자(GC Labs,
Yongin, Gyeonggido, Korea)에서 효소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에서 신체계측지표, 정신지표, 일반적 심리 변
인의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정하였다.

Age (yr)
Men
Women
Height (cm)
Men
Women
Weight (kg)
Men
Women
Body mass index (kg/m2)
Men
Women
Waist circumference (cm)
Men
Women
Waist hip ratio
Men
Women
Fat mass (kg)
Men
Women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P value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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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um lipid concentrations and fasting blood glucose level of obese and
normal weight subjects

Fasting blood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Obese
(N= 42)

Normal weight
(N= 23)

P value

94.6± 9.7
194.9± 28.5
121.1± 26.8

93.4± 7.9
168.6± 32.6
94.5± 31.7

0.621
0.001
0.001

50.6± 12.7

60.3± 11.8

0.003

137.8± 98.9

85.4± 30.0

0.016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P value by independent t-test.

2.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정신건강 지표 비교
우울증과 불안을 측정하는 Beck의 우울척도(BDI)와 Beck의 불안
척도(BAI)는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의 선정 과정에서 스크리닝을 통하여 Beck의 우울척도 점수가
14점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하여 본 연구에는 정상지표를 가진 사람

들만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간
에 Beck의 우울척도와 Beck의 불안척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9
개의 정신 증상을 측정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비만군과 정상체
중군은 모두 정상지표를 나타내었다. 정상지표인 사람들을 연구대상
자로 선정하였기에 임상적인 수준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나지 않

Table 3. Abnormal psychological variables (or mental health index) of obese and
normal weight subjects
Variables
Beck depression inventory
Depression
Beck anxiety inventory
Anxiety
Symptom checklist-90
Somatization
Obsessive- 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Phobic anxiety
Paranoid ideation
Psychoticism
Global severity index
Positive symptom total
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증, 정신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 =2.10, P < 0.05; t =2.33, P < 0.05; t =

Self-esteem
Body shape satisfaction
Self efficacy
General self efficacy
Social self efficacy

두 집단에서 평균의 유의적인 차이는 있으나, 비만군이 더 강박적이
며,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고 편집증적이고, 정신증에서 더 취약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비만군도 정신병리 척도가 모두 정상범주에 속했
으므로, 그중 4개 지표의 평균이 정상체중군보다 높다고 해서, 그런

t

5.64± 4.72

3.65± 4.86

1.59

4.31± 3.12

3.87± 4.91

0.44

41.52± 4.56
40.26± 6.25
43.29± 6.47
39.43± 4.20
39.31± 2.29
41.64± 3.86
42.64± 2.30
42.90± 6.84
42.48± 3.74
39.19± 3.83
46.50± 7.93
36.00± 5.19

40.91± 4.68
37.04± 5.14
39.57± 5.45
38.39± 4.91
39.30± 2.75
41.17± 3.76
42.43± 2.51
38.96± 1.86
40.22± 2.50
37.26± 4.09
44.04± 8.49
32.83± 6.15

0.51
2.10*
2.33*
0.89
0.01
0.47
0.54
2.70*
2.60*
1.89
1.16
2.20*

Table 4. General psychological variables of obese and normal weight subjects
Variables

하여 비만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20, P < 0.05) (Table 3).

Normal weight
(N= 23)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t-score from independent t-test.
*P < 0.05 by independent t-test.

았다. 다만,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강박증, 대인예민성, 편집
2.70, P < 0.05; t =2.60, P < 0.05). 표출증상합계 또한 정상체중군에 비

Obese
(N= 42)

Obese
(N= 42)

Normal weight
(N= 23)

t

30.76± 3.93
121.24± 23.29
63.86± 6.12
58.36± 9.24
16.00± 2.84

33.87± 3.22
85.22± 32.79
60.74± 5.73
56.30± 9.25
16.43± 1.83

-3.24†
5.14‡
2.00*
0.85
-0.66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t-score from independent t-test.
*P < 0.05 by independent t-test; †P < 0.01 by independent t-test; ‡P < 0.001 by independent t-test.

장애에 걸릴 소인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4개의 지표에
대해서 비만군이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는 임상적 지표를 충족하는 사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차후에도 반복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타났다(t = 5.14, P < 0.001).
일반적 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두 요인의 합인 자기효능감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
가 유의미하여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더 높

3.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심리학적 변인 비교

은 것으로 나타났다(t =2.00, P < 0.05).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임할 때

비만군은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 비만

스스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상

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의 모습을 승인하

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자기의 신념과 기대이다.

는 모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24, P < 0.01). 신체적 만족도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스스로 효과

자신의 신체가 과하게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표

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대 신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군

다(Table 4).

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신의 신체 외형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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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섭식장애가 있는 환자들 모두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비슷하였

고 찰

다.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정상 체중인 사람,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비
본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갖추어

만인 사람, 신경성 폭식증이 없고 비만인 사람에서 폭식 행동과 이와

야할 요인 중 하나로 심리적 정신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장애를 비교한 연구30를 보면, 신경성

성을 인식하고, 비만군의 심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폭식증이 있는 비만인 사람과 신경성 폭식증이 있고 정상체중인 사

비만이 대인관계나 심리 정서적 문제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들

람은 신경성 폭식증이 없는 비만인 사람에 비해 기분 장애(affective

이 있어 우울과 불안, 정신적 증상들이 취약

disorder)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경성 폭식

할 소지가 있는지를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간에 비교하고자 하였다.

증이 있으면서 비만인 사람은 신경성 폭식증이 있으면서 정상체중인

연구대상자의 선별과정에서 Beck의 우울척도 점수가 14 이상인 지원

사람에 비해 불안 장애나 약물의 남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자는 제외하였기에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되었

서, 체중을 낮추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대인관계

으며 임상적으로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상 범위 내

예민성이나 강박성 등과 같은 지표가 상승한다면, 섭식 장애의 어려

에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몇 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움이 있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역은 ‘강박증’, ‘대인예민성’, ‘편집

한, 신체적 만족감, 자존감, 마르고자 하는 욕망 등과 같이 특징적인

증’, ‘정신증’이었다(t =2.10, P < 0.05; t =2.33, P < 0.05; t =2.70, P <

심리적 지표를 살펴보고 보완적인 치료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

0.05; t =2.60, P < 0.05).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비만군이

을 것으로 사료된다.

24-26

4개의 임상지표에서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비만군에서 강박증 점수가 높다는 것은 걱정이나 근심이 원하지

비만군에 속한다고 해서 4개의 지표의 소인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않게 자주 떠오르는 경향이 비만군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정상체중군보다는 비만군 안에 임

사한다. 대인관계 예민성의 유의적인 차이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상적 지표를 충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비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절감이나 열등감을 조금 더 많이 느

수 있겠다. 또한 표출 증상의 합계도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비만군이

낄 가능성을 제기한다. 편집증이나 정신증이 더 높은 것은 실제로 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20, P < 0.05).

떤 망상이 있거나 환청과 환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범주이기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프로그램

때문에 스스로 자율성을 상실할 것 같은 느낌과 사회적으로 고립되

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에는 섭식장애와 같은 질병이나, 강박적 경향

어 있는 참여자가 비만군에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성, 대인관계 예민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정신장애 분류

러한 정신지표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병

중, 극단적인 절식이나 폭식이 나타날 수 있는 섭식장애의 경우 강박

원이나 심리센터를 찾는 참여자들에게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적 사고나 대인관계의 예민성 등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대

때에는 심리적인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체중과

학생을 표본으로 한 Lee 의 연구에서, 강박증적 사고 집단이 그렇지

관련된 근심과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않은 집단에 비하여 섭식장애와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열등감이 타인에게 비춰질까봐 염려하는 것 등이 해소되거나 배려될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만군이 평균적으로 강박적 사고와 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

인관계 예민성이 높다는 것보다 표준편차가 높아, 이런 경향성이 동반

신의 통제 능력이나 자율성이 낮다고 지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된 몇 명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Bae 등 의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격려가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를 높이

환자, 섭식장애 진단의 병력이 없으면서 식이제한 수준이 높은 사람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7,28

29

28

과 식이제한 수준이 낮은 사람, 그리고 체질량지수(BMI)가 26 이상

일상생활의 심리적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신체적 만족감과 자존

인 과다체중인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섭식장애 집단이

감, 효능감 등이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폭식, 무기력감, 신체 내면 자각, 대인관계 불

보았다. 신체적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가 과하게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신감, 금욕주의, 충동조절, 사회적 불안정감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유의미하게 높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되는, 높은 수준의 식

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신의 신체 외형

이 제한 집단과 과다체중 집단은 마르고자 하는 욕망이 식이제한 수

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31,32에서 신체에 대한

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고 섭식장애 집단과는 비슷하였다. 신체에

만족감은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한 불만족감은 과다체중 집단이 식이제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만을 보였다. 더불어

해서만 높았을 뿐 식이제한 수준이 높은 사람, 과다체중인 사람, 그리

비만군은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 비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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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의 모습을 승인하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비만군이 그렇

모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24, P < 0.01). 신체 만족도가 낮을

지 않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높았다. 이는 비만군의 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리적 특성이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의 심리적 변인

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

이라고 생각된다.

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인데 섭식장애, 신체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 대

상 및 체질량지수와 관련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고, 특히 식이와 관

학에서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자를 대상으로만 연구를

련된 어려움을 보이는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들이 전반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구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성별과 연령을 집단적

33,34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하는 비만인

으로 통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모집에서 연

사람들의 경우, 신체상과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신체

령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으며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간에 평균연령이

에 대한 불만족감은 과다체중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식이제한 수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실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

이 낮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비만

분포가 넓지 않아 비교적 연령의 통제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하다고 해서, 자존감과 신체만족도가 낮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체질량

요 약

지수를 기준으로 과체중과 저체중을 구분하여 약 7,000명을 분석한
Nam 등31의 연구를 보면, 비만도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차이나지 않

배경: 본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갖추

았고, 자신이 얼마나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가 여자 청소년들의

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심리적 정신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비만

요성을 인식하고, 비만 성인의 심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다고 해서 모두 신체적 만족도가 낮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

방법: 비만인 성인(체질량지수 28.4 kg/m2, 평균 연령 29.4세) 42명과

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 실제로 비만한 것과 얼마나 비만이라고 생

정상체중인 성인(체질량지수 21.5 kg/m2, 평균 연령 26.4세) 23명을

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울과 불안, 정신적 증상들이 취약할 소지가

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는, 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은 부

있는지를 Beck의 우울척도 한국판, Beck의 불안척도 한국판, 간이정

적상관 관계를 보였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신진단검사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의 심리적 삶의 질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체질량지수, 비만, 과체중이 낮

과 관련이 있는 신체적 만족감과 자존감, 효능감 등을 측정하였다.

은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일반화화는 것에도 어려움

결과: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은 정신적 증상들이 모두 정상 범주에 해

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체중을 조절하려는 욕

당하였다. 다만, 평균적으로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강박, 대

구가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싶어 하는 비만인 사람들은 신체적 만

인예민성, 편집성, 정신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군은 정

족도가 낮고,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체중군에 비하여 신체적 만족도가 낮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효능

35

본 연구에서 비만군은 자기효능감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더 높은 것

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다(t =2.00, P < 0.05). 즉,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하여

결론: 비만인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의 모습을 승인하는 것에 어려

스스로 효과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대 신념이 더 높은 것

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중과 관련된 근심과 걱정을 덜할 수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열등감이 타인에게 비춰질까봐

다는 믿음이나 기대 신념이므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염려하는 것이 배려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

참여하고자 하는 비만군이 “나는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

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통제 능력이나 자율성이 낮다고 지각할 수

다”는 믿음이 전제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격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 전에 참여자들의 동기적인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단어: 비만, 정신적 심리적 특성, 신체 만족도, 자존감, 효능감

결론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기로 결심을 하고 체중 조절 프로그램
에 참여한 비만인 사람들의 집단 안에는 강박적, 대인예민성, 편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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