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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외국 연구에서는 명백한 식이장애는 아니더라도 식이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
이 여자 청소년들에서 매우 흔하다고 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서울시내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에
서 식이장애 위험군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이의 우울 및 불안성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7년 6월 서울시의 25개 구 (區) 중에서 9개 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선정된 각 구 (區)에
서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총 18개교)을 다시 무작위 추출한 다음, 각 학교의 1학년
1반 학생 전원 (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이장애의 검사도구는 Garner와
Garfinkel의 식이태도검사-26 (EAT-26) 설문지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고, 총 78점 중 20점 이상을
식이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우울척도는 Kovacs의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고, 불안척도는 Spielberger의 소아용 상태, 특성불안평가 척도
(STAIC)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결과: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97% (900명 중 873명)이었고, 여학생은 442명 (50.6%)이었다. 평균
2
연령은 15.8±0.33세이었고, 체질량지수 역시 남학생이 평균 21.2±3.3 kg/m , 여학생이 평균 20.3±

2.5 kg/m2로서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현재 체형보다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학생은
남학생이 15.4%에 불과하였으나 여학생은 42.7%에 달하였으며 (P<0.0001), 체중 조절의 경험은 남
학생이 27.8%인 반면, 여학생은 67.1%나 되었다 (P<0.0001).
EAT-26의 평균 점수는 남녀 학생이 각각 6.34±5.14점과 11.52±6.9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았고 (P<0.0001), 식이장애 고위험군은 남학생이 2.8% (431명 중 11명), 여학생은
12.2% (442명 중 54명)이었다 (P<0.0001). 식이장애 고위험군은 남녀 모두에서 정상군에 비해 체중
조절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 (남학생 66.7% 대 26.7%: P<0.01, 여학생 92.6% 대 63.6%: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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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 －
식이장애 고위험군에 속한 남학생은 정상군보다 상태 및 특성불안 척도와 우울척도의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으며, 여학생에서는 특성불안척도와 우울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중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은 12.2%이었으며, 식
이장애 고위험군은 우울 및 불안 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 단어: 식이태도검사 (EAT-26), 식이장애, 식이장애 고위험군, 유병률, 우울, 불안

서

에서 15∼24세의 젊은 여성의 준임상적 식이장애 유

론

10∼14)

병률을 2∼13%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 이러

신경성 식욕부진증 (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대식

한 경미한 형태의 식이장애는 식이장애보다 더 많은

증 (bulimia nervosa), 폭식장애 (binge-eating disorder)

수의 사람들이 걸리며, 이 장애의 체중조절이나 식사

등의 식이장애 (eating disorder)는 체형이나 체중에 대

섭취에 대한 관심은 나중에 임상적인 식이장애로 발전

한 과도한 관심과 걱정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의 제한

할 수 있다는 점15)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

이나 폭식과 같은 식이의 심각한 장애를 특징으로 한

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준임상적 식이장애인 경

1)

다 . 식이장애는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우에도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성향 등의 여러

영양상태의 변화나 하제 사용 (purging) 등으로 하여

정신병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16,17)

.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경성 식욕부

국내에서는 서울과 양평의 일부 중, 고등학교 학생

진증과 관련된 사망률은 매년 0.56%인데, 이는 일반

들을 대상으로 EAT-26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0점 이

2)

인구집단의 젊은 여성들보다 12배 이상 높은 것이다 .

상인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가 있

신경성 식욕부진증 및 신경성 대식증의 5∼15%3),

18)
으나 각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 . 따라서 저

4)
폭식장애의 40% 는 남자 청소년이나 성인 남자에서

자들은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

도 발생하지만, 전형적으로 식이장애는 주로 여자 청

표하는 집단에서 EAT-26 설문상 20점 이상인 식이장

소년이나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외국 연

애 고위험군의 유병률과 이들의 불안 및 우울 성향과

구에서는 젊은 여성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유병률

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5∼7)

은 0.5∼1.0%

, 신경성 대식증은 1.0∼3.0%

8,9)

에이

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

이와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식이장애

법

1. 연구 대상

에는 못 미치지만, 준임상적 식이장애 (subclinical
eating disorders)를 가진 젊은 여성들이 인식되기 시

1997년 6월 서울시의 25개 구 (區) 중에서 9개 구를

10)
작하였다. 이 연구들은 주로 Garner 등 이 개발한 식

무작위 추출하고 각 구 (區)에서 남녀 인문계 고등학

이태도검사 (Eating Attitudes Test, 이하 EAT-26)와

교 각각 1개교씩 총 18개 고등학교를 다시 무작위 추

같은 선별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에서 20점 이

출한 다음, 각 학교의 1학년 1반 학생 전원을 연구대

상이면 식이장애 고위험군으로 보았다. 이 군에 속한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단계

사람들은 비록 DSM-Ⅳ의 식이장애 진단기준을 충족

군집 표본 조사를 통해 18개 고등학교에서 총 900명

시키진 못하지만, 그들은 체중에 대한 관심이 매우 현

(남학생 450명, 여학생 450명)의 학생에게 자가보고형

저하고 심각한 식이문제들을 갖고 있다. 사용된 기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873명 (97%)으로부터 설

의 정의나 연구대상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연구

문지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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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학회지: 제 10 권 제 4 호 2001 －
Table 1. Mean Body-Mass Index (±S.D.) According to Self-Reported Somatotype
Drawings
Somatotype
drawings

Boys
No.

Girls
BMI*

No.

BMI*

1

2

16.21±0.17

3

16.15±2.02

2

41

17.76±1.47

40

17.46±0.94

3

82

19.05±1.35

107

18.87±1.27

4

124

19.98±1.33

175

20.50±1.47

5

91

22.08±1.79

71

22.19±2.50

6

64

24.75±2.17

18

24.03±2.78

7

16

28.25±2.75

4

27.31±4.90

8

6

32.26±3.86

0

9

0

1

29.33±0.00

* P<0.0001 by ANOVA test.

다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음의 부호인 경우엔

2. 설문지 내용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에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현재
의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체
2
질량지수 (체중 (kg)/신장 (m) )를 산출하였다. 체중조

절 경험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
까?”)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선택한 현재 체형과 체
질량지수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는 남학생이 0.83
각 신체외형도의 번호가 높아질 때마다 각 군의 평균
체질량지수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able 1). 따
라서 국내의 일반 성인에서만 타당도가 입증된 신체외

1) 체형 만족도 (body satisfaction)

형도를 청소년의 비만도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체형 만족도는 Sorensen 등19)이 개발하여 국내외
연구

족도 점수가 2 이상 차이가 나면 자신의 체형에 불만

(P<0.0001), 여학생 0.72 (P<0.0001)로서 상당히 높고,

설문지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20∼22)

보다 살찌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체형 만

알 수 있었다.

에서 타당도와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체

외형도 (somatotype drawing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2) 한국어판 식이태도검사 (Korean version of

다. 신장은 동일하고 비만도만 다른 9가지 그림 (1=

the Eating Attitude Test-26, EAT-26)
23)
식이장애에 대한 검사도구는 Garner 등 이 개발하

“매우 날씬함”, 9=“매우 뚱뚱함”)중에서 “현재 자신의
체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림”과 “자신이 가장

고 단축형으로 재수정한 것10)을 우리나라의 이민규 등

원하는 체형에 해당하는 그림”에 각각 표시하도록 하

24)

였다. 현재 체형을 나타낸 그림의 번호에서 원하는 체

이 검사는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alpha가 0.83,

형의 그림 번호를 뺀 수치를 체형 만족도 점수로 삼았

Spearman-Brown의 교정된 반분 신뢰도 계수가 0.76

다. 체형 만족도 점수가 양의 부호인 경우 대상자가 보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0.73이었다.

이 표준화한 식이태도검사 (EAT-26)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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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 －
이 검사는 26개의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6점 척도로 구

변하지 않고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상태

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에 3점, “거의 그렇다”에

불안척도는 내적 일치도가 0.88, 반분법에 의한 신뢰

2점, “자주 그렇다”에 1점을 주고 “가끔 그렇다”, “거

도가 0.89, 특성불안척도는 내적 일치도가 0.83, 반분

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모두 0점을

법에 의한 신뢰도가 0.89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

주었다. 총 78점 중 20점 이상이면 식이장애가 발생할

안척도의 내적일치도가 0.86, 특성불안척도의 내적일

위험성이 높은 식이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치도는 0.91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검사는 식이장애를 조사하는데 있어 선별검사로 가장
적합한 도구로 알려져 있어 이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개의 자가보고형 항목으로 특성불
안항목이 20개, 상태불안항목이 20개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 당 0∼3점 척도로 구성되어 각각 총점이 0점

3) 한국어판 Kovacs의 소아우울척도 (Korean
version of Kovacs' Children's Depression

에서 6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성
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Inventory, CDI)

3. 통계

식이장애 증상과 우울 성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25)
위한 우울척도로 Kovacs 이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조

신체외형도에 따른 체질량지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

26)
수철 등 에 의해 표준화된 소아우울척도를 이용하였

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test를 시행하였으며, 남

다. 이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0.88, 반분법에 의한 신뢰

녀 학생 또는 식이장애 고위험군과 정상군 사이의 신

도 계수는 0.7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체계측, 식이태도검사 및 우울 및 불안 척도 점수 등의

0.83이었다. 한국어판 소아우울척도는 총 27개의 자가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남녀간, 식이

보고식 검사문항으로 각 항목은 0∼2점 척도로 총점의

장애 고위험군과 정상군 사이의 체중조절 경험 및 방

범위는 0점에서 54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

2
법의 비교는 X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였다.

결

4) 한국어판 Spielberger의 소아용 상태, 특성불
안평가척도 (Korean version of State-Trait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
27)
불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pielberger 가 개발
28)

과

본 연구 대상자는 총 873명 (남학생 431, 여학생

한 것을 김정택 등 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한국어판

442)으로 각 학교마다 평균 48.5명이 포함되었으며,

소아용 상태 및 특성 불안평가척도 (K-STAIC)를 사용

응답률은 남학생이 95.8%, 여학생이 98.2%이었다. 조

하였다. 상태불안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5.8±0.33세이었다. 평균

Children-State, STAIC-S)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신장은 남녀 학생이 각각 171.5±5.9 cm와 161.1±4.8

강도가 변하는 주관적인 정서상태이며, 객관적 위험과

cm이었으며 (P<0.0001), 평균 체중은 남녀 학생 각각

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면 높아지

62.5±11.1 kg과 52.6±6.8 kg이었다 (P<0.0001). 체질

고 반면에 위험이 내재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2
량지수 역시 남학생이 평균 21.2±3.3 kg/m , 여학생이

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 때는 불안의 정도가

2
평균 20.3±2.5 kg/m 로서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

낮아진다. 특성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다 (P<0.0001) (Table 2).

Children-Trait, STAIC-T)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우울척도인 CDI, 불안척도인 STAIC-S, STAIC-T

대하여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

설문지 점수는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

하며 외적인 위협에 대하여 대처하는 개인적인 차이를

았다 (모두 P<0.05).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일생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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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ccording to Sex (N=873)
Boys
No.(%)

Girls

431 (49.3)

442 (50.7)

Age (year, mean±S.D.)

15.8±0.3

15.8±0.3

Height (cm, mean±S.D.)

171.5±5.9

161.1±4.8§

Weight (kg, mean±S.D.)

62.5±11.1

52.6±6.8§

BMI (mean±S.D.) kg/m2

21.2±3.3

20.3±2.5§

66 (15.4)

186 (42.7)‖

Body satisfaction*, No.(%)¶
I want to be thinner
I am satisfied

307 (71.7)

246 (56.4)

55 (12.9)

4 ( 0.9)

6.34±5.14

11.52±6.94§

High risk of E (≥ 20)

12 ( 2.8)

54 (12.2)‖

Low risk of ED (<20, and ≥ 10)

75 (17.4)

197 (44.6)

344 (79.8)

191 (43.2)

Score of CDI

15.88±6.52

17.23±6.43‡

Score of STAIC-S

36.44±6.77

38.03±7.57‡

Score of STAIC-T

36.43±7.02

37.37±6.71†

I want to be heavier
Score of EAT-26

No risk of ED (< 10)

BMI, Body Mass Index; ED, Eating disorder; EAT-26, Eating Attitude Test-26;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STAIC-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tate;
STAIC-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Trait.
* Score of body satisfaction = (No. of somatotype drawings depicting current body shape) - (No.
of somatotype drawings of ideal body shape)
(≥ 2 : I want to be thinner, ≤ -2: I want to be heavier, and > -2 or < 2 : I am satisfied
with current body shape.)
† P<0.05, ‡ P<0.01, § P<0.0001 by student t-test.
2
‖ P<0.0001 by X test.
¶ No. of missing values = 9.

원하고 있었다 (P<0.0001) (Fig. 1). 체형 만족도가 +2

2. 남녀 학생별 체형 불만족 비교

이상으로 보다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학생은 남학생이
자신의 현재 체형과 가장 원하는 체형 사이의 차이

15.4%에 불과하였으나 여학생은 무려 42.7%에 달하

인 체형 만족도 점수는 남학생이 0.08±1.44이고, 여

여 (P<0.0001), 여학생들의 체형 불만족 정도가 매우

학생이 1.35±1.16으로서 여학생이 보다 날씬해지기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다 살찌기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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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individual discrepancy in terms of current and ideal body shape
by using somatotype drawings (+ sign means she wants to be more thinner,
and sign means she wants to be more heavier.). Mean score: 0.08±1.44 (boys),
1.35±1.16 (girls) (P<0.0001).

하는 학생 (체형 만족도 점수 -2 이하)은 여학생 중에

았다. 체중조절을 위해 변비약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는 0.9%에 불과하였으나 남학생 중에는 12.9%의 학

고 응답한 여학생이 무려 5.7%에 달하고, 비록 수는 적

생들이 속하였다 (Table 2).

지만 3명의 여학생이 이뇨제를 복용했다고 응답하였다.

3. 남녀 학생별 체중조절 경험

4. 남녀 학생에서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
병률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의 27.8%인 반면, 여학생은 67.1%에 달하여 통계

식이태도검사 점수의 평균은 남녀 학생이 각각 6.34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이와 함

±5.14점과 11.52±6.9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께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식사 조절 (61.0% 대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Table 2). 식이태도검사

21.9%), 운동 (39.2% 대 14.9%), 약물 복용 (6.8% 대

총 점수의 분포를 보아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1.2%) 등의 주요 체중조절 방법 모두를 유의하게 많이

우측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식

사용하였다 (모두 P<0.0001) (Table 3).

이태도검사 점수가 20점 이상인 식이장애 고위험군은

식사 조절을 위해 끼니를 거르는 여학생이 31.8%로

남학생의 경우 총 431명 중 11명으로 2.8%이었고, 여

서 남학생의 7.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학생은 총 442명 중 54명으로 12.2%에 달하였다

이외에도 매끼 식사량을 줄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

(P<0.0001) (Table 2). 10점에서 19점 사이의 식이장

거나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하는 것 등에서 남학생보다

애 저위험군도 남녀 학생이 각각 17.4%와 44.6%로서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식이장애 위험이 없는

운동에서는 체조를 한다는 여학생이 28.6%로서
3.1%인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또한
에어로빅을 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

10점 미만인 학생은 남학생이 79.8%인데 반해 여학생
은 43.2%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식이태도검사의 26문항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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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Dieting Experience and Its Methods According to Sex
Boys (%)
n=424
Having history of diet control
Foods control

Girls (%)
n=441

118 (27.8)
93 (21.9)*

P

296 (67.1)§

<0.0001†

269 (61.0)*§

<0.0001†

Skip meals

31 ( 7.3)

140 (31.8)§

<0.0001†

Reduce meals

48 (11.3)

138 (31.3)§

<0.0001†

Avoid high fat foods

25 ( 5.9)

82 (18.6)§

<0.0001†

1 ( 0.2)

12 ( 2.7)†

0.0027†

Eat diet foods
Exercise

63 (14.9)*
Health club

173 (39.2)*§

27 ( 6.4)

Aerobics

17 ( 3.9)

5 ( 1.2)

26 ( 5.9)‡

<0.0001†
ns†
0.0002†

Gymnastics

13 ( 3.1)

126 (28.6)§

<0.0001†

Jogging

25 ( 5.9)

39 ( 8.8)

ns†

1 ( 0.2)

12 ( 2.7)

ns†

Swimming
Drugs

5 (1.2)*

30 (6.8)*‖

<0.0001†

Diuretics

0 ( 0.0)

3 ( 0.7)

ns‡

Laxatives

3 ( 0.7)

25 ( 5.7)§

<0.0001†

Appetite inhibitors

0 ( 0.0)

1 ( 0.2)

ns‡

Herb medication

2 ( 0.5)

3 ( 0.7)

ns‡

* It is not equal to the sum of lower items due to multiple answers.
†P value obtained by using X2 test.
‡P value obtained by using Fisher's Exact test.
ns: not significant.
Number of missing value is 8.

의하게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무려 16개나 되었으나,

은 64.6%에 달했다 (P<0.0001). “내가 살이 쪘다는 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문항은 2개 (8, 13번 문

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9.0%에

항) 밖에 되지 않았다 (Table 4). 살이 찌는 것이 자주

불과하였으나 여학생은 58.1%나 되었다. 따라서 남학

또는 항상 두렵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의 19.3%이

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자신이 살이 쪘으며, 살찌는 것

었으나 여학생은 무려 62.1%에 달했다 (P<0.0001). 또

이 두렵고, 더 날씬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

한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1.3%이었으나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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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total EAT scores for girls (n=442) and boys (n=431).

5. 식이장애 고위험군 및 정상군의 신체계
측 및 체형 만족도

6. 식이장애 고위험군 및 정상군의 체중조
절 경험 및 조절 방법

식이태도검사에서 20점 이상인 식이장애 고위험군

남녀 학생 각각에서 식이장애 고위험군과 정상군의

과 20점 미만인 정상군의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를

체중조절 경험 및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에서 양군간에 유의한 차

(Table 6). 식이장애 고위험군은 남녀 학생 모두에서

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Table 5).

정상군에 비해 체중조절 경험이 유의하게 많고(남학생

남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체형이나 원하는 체형, 이

66.7% 대 26.7%: P<0.01, 여학생 92.6% 대 63.6%:

두 체형의 차이인 체형만족도 등에서 식이장애 고위험

P<0.0001), 식사조절 (남학생 58.3% 대 20.9%, 여학

군과 정상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학

생 87.0% 대 57.4%), 운동 (남학생 58.3% 대 13.6%,

생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양군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

여학생 59.3% 대 36.4%) 등의 체중조절 방법을 월등

구하고 식이장애 고위험군 학생들은 정상군보다 자신

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모두 P<0.05). 정상군에 비

의 체형을 더 뚱뚱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 체형 점수

해 식이장애 고위험군이 끼니를 거를 가능성은 남학생

4.15±1.05 대 3.82±1.08, P<0.05), 자신이 원하는 체

5배, 여학생에서는 2배 이상 높았다.

형과 현재 체형과의 차이인 체형 만족도 점수는 식이

남학생에서는 약물 복용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

장애 고위험군에서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78

에서는 정상군의 5.7%에 비해 고위험군의 14.8%가

±1.02 대 1.29±1.17, P<0.01). 이 점수가 높다는 것

체중 조절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은 현재보다 더욱 날씬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따

하였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의 3.7%가 이뇨제를 사용

라서 식이장애 고위험군인 여학생은 정상군의 여학생

하여 정상군 (0.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에 비해 더 살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쪘다고
생각하여 체형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83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0 권 제 4 호 2001 －
Table 4. Distribution of Scores on EAT-26 Items According to Sex (percentages)

EAT-26 items

Never/Rarely/S
ometimes

Often

Very Often

Always

Sex
differencet*

M

F

M

F

M

F

M

F

1. 살이 찌는 것이 두렵다.

80.7

37.9

4.2

11.1

6.0

23.9

9.1

27.1

2.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95.4

92.5

3.5

5.7

0.9

1.1

0.2

0.7

-1.7†

-12.8¶

3. 나는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

66.0

53.4

17.0

17.7

11.9

18.3

5.1

10.6

-4.6¶

4. 억제할 수 없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90.4

86.2

4.7

7.9

2.6

2.7

2.3

3.2

-1.4†

5.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82.8

68.9

9.2

11.4

6.4

15.1

1.6

4.6

-5.3¶

6.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분과 열량을
알고 먹는다.

97.2

89.1

2.1

4.8

0.7

4.7

0.0

1.4

-5.1¶

7. 빵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98.2

95.4

0.9

1.6

0.7

2.3

0.2

0.7

-2.3‡

8. 내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73.7

83.2

10.0

6.1

10.7

8.0

5.6

2.7

3.2§

100.0

98.6

0.0

0.5

0.0

0.9

0.0

0.0

-2.3‡

10.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9. 먹고 난 다음 토한다.

98.3

85.4

0.5

6.8

0.7

4.8

0.5

3.0

-6.3¶

11.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
쳐버릴 수 없다.

78.7

35.4

9.3

11.6

3.9

14.7

8.1

38.3

-15.0¶

12. 운동을 할 때 운동으로 인해 없어질 열량
에 대해 계산하거나 생각한다.

93.9

79.2

4.4

8.6

1.2

7.0

0.5

5.2

-7.0¶

13. 남들이 내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한다.

75.6

87.1

7.9

3.8

10.7

4.8

5.8

4.3

14.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81.0

41.9

5.6

10.9

6.1

18.4

7.3

28.8

-12.6¶

15. 식사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다.

82.8

73.3

7.4

8.1

7.2

11.1

2.6

7.5

-4.1¶

16. 설탕이 든 음식을 피한다.

3.6∥

92.6

84.5

3.0

6.1

3.5

8.0

0.9

1.4

-3.4∥

17. 체중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용 음식을 먹는다.

100.0

98.0

0.0

0.9

0.0

0.9

0.0

0.2

-2.8§

18. 음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한다.

95.8

92.3

1.6

4.1

1.4

2.2

1.2

1.4

-1.6†

19. 음식에 대한 자신의 조절능력을 과시한다.

96.5

93.9

2.3

3.8

1.2

1.6

0.0

0.7

-2.0†

20.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89.0

91.6

4.9

4.1

4.2

2.7

1.9

1.6

1.2†

21. 음식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한다.

95.6

93.2

2.1

3.8

0.7

2.3

1.6

0.7

-0.7†

22.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

91.6

73.2

3.7

8.4

2.3

10.4

2.4

8.0

-7.0¶

23.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나 다른 것을
하고 있다.

84.2

76.7

6.5

9.9

6.7

7.5

2.6

5.9

-2.8§

24. 위가 비어 있는 느낌이 있다.

81.8

86.6

12.1

8.4

4.4

2.7

1.7

2.3

1.3†

25. 새로운 영양가 많은 음식을 즐긴다.

22.1

19.7

34.2

32.4

24.9

30.5

18.8

17.4

-0.8†

26. 식사 후에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98.8

92.8

0.7

4.7

0.5

1.8

0.0

0.7

-4.2¶

2

* P value by student t-test (The same results were produced with Mantel-Haenzel X test).
†P = not significant, ‡P<0.05, § P<0.01, ∥P<0.001, ¶ P<0.0001 using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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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Body Satisfaction in Relation to EAT Score
Boys
Normal Group*
(n=419)
Height (cm)
Weight (kg)

171.6±5.9

Girls
EDRG†
(n=12)

168.5±5.5

P‡

Normal group*
(n=388)

EDRG†
(n=54)

P‡

ns

161.0±4.8

162.0±5.0

ns

62.4±11.0

66.3±14.4

ns

52.4±6.9

54.2±6.2

ns

BMI (kg/m )

21.1±3.3

23.3±4.8

ns

20.2±2.5

20.7±2.2

ns

No. of current body shape§

4.27±1.37

4.58±1.88

ns

3.82±1.08

4.15±1.05

0.0361

No. of ideal body shape¶

4.21±0.77

4.08±0.67

ns

2.54±0.87

2.37±0.76

ns

Disparity between current and ideal
body shapeǁ

0.07±1.41

0.50±2.24

ns

1.29±1.17

1.78±1.02

0.0039

2

* Normal group: No or Low Risk Group of Eating Disorder (scores of EAT-26 <20)
†EDRG: High Risk Group of Eating Disorder (scores of EAT-26 ≥ 20)
‡P value using student t-test.
§ Self-reported number of somatotype drawings depicting current body shape well.
¶ Self-reported number of somatotype drawings depicting desired body shape well.
ǁ* Score of body satisfaction = (No. of somatotype drawings depicting current body shape) - (No. of somatotype
drawings depicting desired body shape)
((+) sign: I want to be thinner, (-) sign: I want to be heavier)

7. 식이장애 고위험군과 우울, 불안척도의
관련성

고

찰

다단계 군집 표본조사를 통해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STAIC-S로 측정한 상태불안척도의 평

1학년 남녀 학생을 대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식이태

균 점수는 정상군이 36.2±6.6점인데 반해 식이장애

도검사를 시행하여, 준임상적 식이장애로 볼 수 있는

고위험군은 47.1±8.4점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구하고, 이의 우울 및

특성불안척도 (STAIC-T) 평균 점수는 양군이 각각

불안 성향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36.2±6.8점과 46.0±7.7점으로서 식이장애 고위험군

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 중에 체중

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01). 여학생인 경우 상태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장차 식이장애

불안척도의 평균 점수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

으나, 특성불안척도는 양군이 각각 36.9±6.6점과 40.5

이 여학생들의 12.2%나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6.7점으로 식이장애 고위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현재의 체형보다 더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남학생은
15.4%이었으나 여학생은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42.7%

(P<0.001) (Table 7).
CDI로 측정한 우울 성향은 남학생의 경우 정상군과

나 되었으며, 3명 중 2명의 여학생들이 체중조절을 한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가 각각 15.7±6.4,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훨씬 많았다. 체

23.1±7.6점이었고 (P<0.0001), 여학생의 경우 양군이

중조절을 위해 3명 중 1명의 여학생이 식사를 거른다

각각 16.9±6.1, 19.8±7.9점으로 나타나 식이장애 고

고 응답하였으며, 변비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여학

위험군에서 우울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생은 5.7%나 되었고, 이뇨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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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s of Dieting Experience and Methods According to EAT-26 Score
Boys

Girls

Normal
Group*
(n=412)

EDRG†
(n=12)

P

Normal
group*
(n=388)

EDRG†
(n=54)

P

110 (26.7)

8 (66.7)

0.0051‡

246 (63.6)

50 (92.6)

<0.0001§

86 (20.9)

7 (58.3)

0.0060‡

222 (57.4)

47 (87.0)

<0.0001§

Skip meals

27 (6.6)

4 (33.3)

0.0077‡

107 (27.7)

33 (61.1)

<0.0001§

Reduce meals

44 (10.7)

4 (33.3)

0.0362‡

111 (28.7)

27 (50.0)

0.0016§

Avoid high fat foods

23 (5.6)

2 (16.7)

ns‡

64 (16.5)

18 (33.3)

0.0030§

0 (0.0)

1 (8.3)

0.0283‡

8 (2.1)

4 (7.4)

0.0471‡

56 (13.6)

7 (58.3)

0.0005‡

141 (36.4)

32 (59.3)

0.0013§

25 (6.1)

2 (16.7)

ns‡

12 (3.1)

5 (9.3)

0.0447‡

5 (1.2)

0 (0.0)

ns‡

21 (5.4)

5 (9.3)

ns‡

Gymnastics

11 (2.7)

2 (16.7)

0.0482‡

108 (27.9)

18 (33.3)

ns‡

Jogging

21 (5.1)

4 (33.3)

0.0034‡

26 (6.7)

13 (24.1)

0.0002‡

5 (1.2)

0 (0.0)

ns‡

22 (5.7)

8 (14.8)

0.0204‡

Diuretics

0 (0.0)

0 (0.0)

ns‡

1 (0.3)

2 (3.7)

0.0408‡

Laxatives

3 (0.7)

0 (0.0)

ns‡

19 (4.9)

6 (11.1)

ns‡

Appetite inhibitors

0 (0.0)

0 (0.0)

ns‡

1 (0.3)

0 (0.0)

ns‡

Herb medication

2 (0.5)

0 (0.0)

ns‡

2 (0.5)

1 (1.9)

ns‡

Having history of diet control
Foods control

Eat diet foods
Exercise
Health club
Aerobics

Drugs

* Normal group: No or Low Risk Group of Eating Disorder (scores of EAT-26 <20)
†EDRG: High Risk Group of Eating Disorder (scores of EAT-26 ≥ 20)
‡P value obtained by using Fisher's Exact test.
2
§ P value obtained by using X test.
Number of missing value is 8.

학생도 441명 중 3명 (0.7%)이나 되었다. 이처럼 서울

15)
력이 나중에 식이장애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지역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중에 매우 관심이 많으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심히 우려할 만 하다. Patton 등

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써서라도 체중을 빼려

은 호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

서 식사 거르기, 매끼마다 식사량 줄이기, 열량 계산

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체중조절의 시도가 적긴 하였지

등의 3개 항목에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학생들은

만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7.3%나 되

그렇지 않는 학생들보다 6개월 이내에 식이장애로 진

는 등 일부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행할 위험이 18배나 높으며, 1년 동안 5명 중 1명에서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향후 식이장애의 발생과

새로운 식이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이어트

29)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 과 체중을 조절하려는 노

를 중간 정도로 하는 학생들은 6개월 이내에 식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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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an Scores (±S.D.) for the Anxiety and Depression Scales According to Sex
Boys
Normal group*

EDRG†

STAIC-S

36.2±6.6

47.1±8.4

STAIC-T

36.2±6.8

CDI

15.7±6.4

Girls

P

P

Normal group*

EDRG†

0.0231

37.8±7.5

39.8±7.7

ns

46.0±7.7

0.0000

36.9±6.6

40.5±6.7

0.0003

23.1±7.6

0.0001

16.9±6.1

19.8±7.9

0.0109

STAIC-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tate
STAIC-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Trait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Normal group: No or Low Risk Group of Eating Disorder (scores of EAT-26 <20)
†EDRG: High Risk Group of Eating Disorder (scores of EAT-26 ≥ 20)

로 진행할 위험이 5배나 높다고 하였다. 같은 연구에

라고만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매우 배치되는

서 운동 수준은 장차 식이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결과라고 할 것이다. 스위스 여학생에서는 고위험군

15)

고 하였다. 따라서 Patton 등 은 식이섭취의 제한보다

여학생이 8.3%30), 14∼16세의 폴란드 여학생들에서는

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식이장애의 발생 위

33)
12.6% , 이스라엘의 여학생에서는 18%에 달하였

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7)
다 .

본 연구에서 EAT-26 설문의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백영석 등18)이 서울과 경기도 양평 지역의 일부 중,

6.34±5.14인 반면 여학생은 11.52±6.94로서 여학생

고등학교 학생 (13∼16세)을 대상으로 EAT-26 설문을

에서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시내 고 1 여학생들의 높

시행한 연구에서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은 남

은 EAT-26 점수는 서구의 백인 여학생보다 더 높거나

학생 0.7%, 여학생 6.3%이었다. 본 연구보다 유병률

5)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Whitaker 등

이 낮게 나온 이유는 대상자의 연령이 다르고, 대표성

은 미국 여자 청소년의 EAT-26 평균 점수가 9.7이라

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7)

고 보고했으며, Rathner와 Messner 등 은 이탈리아

의 참여율이 97%로서 매우 높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

시골 지역의 15세 여학생들에서 보다 낮은 4.7의 평균

쳤을 것이다. 이외에는 청소년에서의 식이장애 고위험

30)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Buddeberg-Fischer 등 은

군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14∼19세의 스위스 학생들에서 여학생은 평균 6.9±

식이장애는 주로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생겼다고 보

8.3, 남학생은 3.4±4.1의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이스

는 관점이 우세한데 이 연구에서 여학생의 식이장애

라엘의 텔아비브에 거주하는 여고생 대상의 연구에서

고위험군의 유병률이 서구 백인 여학생과 비슷하거나

17)
는 평균 점수가 13.0±10.8점으로 보고하였다 . 남녀

오히려 약간 높게 나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를 모두 조사한 외국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34)
것인가? Ko 등 은 EAT-26 설문을 이용하여 국내의

점수가 2배 정도 높았다.

여대생과 미국에서 자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여대생

본 연구에서 20점 이상인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

간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그

병률은 남학생이 2.8%인 반면 여학생은 12.2%로서

결과 20점 이상의 고위험군의 유병률은 한국계 미국

여학생에서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여학생에서의 이러

여대생은 0%이었으나 국내 여대생은 6%나 되었다.

한 높은 유병률은 서구 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

저자들은 서구 문화에의 노출이 한국 여대생의 식이

구들에서의 7∼22%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

병리 (eating pathology)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았다.

5,31,32)

만

, 식이장애가 주로 산업화된 서구 여성의 문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날씬함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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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빼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

을 입증하였다.

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최근 미국에서는

식이장애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함께 가지

다이어트와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38)
고 있는 경우가 많다. Russell 은 30명의 식이장애환

수용 및 운동에 더욱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 미국에

자 가운데 24명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동반되어

서는 식이장애의 유병률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감

있었고 이들의 우울증세가 호전되면서 식이장애의 증

35)

소하였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계 미국 여성들은 체

상도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장

중조절에 대한 압력을 덜 받았고, 따라서 잘못된 식이

애가 아닌 식이장애 고위험군 (준임상적 식이장애)에

태도를 가질 위험이 낮았을 것으로 보았다.

속한 학생들 역시 정상군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성향이

본 연구에서 식이장애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이 그

16)
높았다. Canals 등 도 식이장애 증상을 가진 여자 청

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욱 뚱뚱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소년들이 불안증과 같은 정신병리 성향을 더 많이 나

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여학생들은 정상군 여학생

타냈으며, 이러한 모델은 흔히 여성들과 연관되는 “임

들에 비해 자신을 더 뚱뚱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자신

상적 식이장애”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일 수 있다고 보

이 원하는 이상적인 체형과 현재 체형간의 차이가 유

고하였다. 높은 수준의 특성불안 (trait-anxiety)은 신경

의하게 더 컸다. 즉,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한 경우가

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과 일치하는 것이다

더 많았다.

41)

식이장애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
생들 (정상군)보다 체중조절 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았

39∼

42)

. 백유진 등 도 서울 시내 일개 상업고등학교 여학

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식이태도검사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다. 식이장애 고위험군인 여학생들의 92.6% (정상군

본 연구는 단면 연구라는 특성 때문에 식이장애 증

63.6%)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식사조절

상과 우울 및 불안 성향간의 인과적 관계는 알 수 없

경험은 87.0% (정상군 57.4%), 운동은 59.3% (정상군

15)
었다. 하지만 Patton 등 은 일반 인구집단에서 정신과

36.4%), 약물복용은 14.8% (5.7%) 등으로 고위험군에

적 질환의 흔한 증상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 월등하게 높았다. 이들은 운동을 하고 매끼 식사량

호주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였는데, 이 조사

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등의 건강한 체중조

에서 정신과적 이환 (psychiatric morbidity)이 있는 학

절을 택하기도 하지만,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61.1%

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장차 식이장애로 진행

(정상군 27.7%), 변비약 복용이 11.1% (정상군 4.9%),

할 위험이 5배나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식

이뇨제 복용이 3.7% (정상군 0.3%) 등으로 상당수가

이장애 고위험군들이 원래 우울, 불안 등의 성향을 갖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고 있었으며 이것이 식이장애 증상을 촉발시킨 하나의

있었다. 이는 이들이 지금 당장 식이장애 환자가 아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체형에 대한 불

라 하더라도 이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만족과 반복된 체중조절 시도의 실패가 우울 및 불안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체중감소 시도는 설사 그것이 식

성향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장애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정신적인
3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고등학교 1학년만 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Rosen 등 은 사람들이 종종

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식이태도나 행동의

체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경제

많으며, 체중감소의 실패는 불완전한 감정과 자아존중

적인 상태가 EAT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못한 것

감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Polivy와 Herman

이다. 셋째, 신체계측 자료를 학생들의 자가보고에 의

37)
등 은 임상적 식이장애가 없을 때에도 다이어트가 어

존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체중에 대한 자가보고는

떻게 자기파괴적이고 병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43)
실제 계측치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 넷째,

서술하였다. Rosen 등36)은 북아메리카 여자 청소년들

설문조사 후에 면접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면

에서 다이어트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연관된다는 것

접 조사를 시행하여 식이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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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했더라면 식이장애의 유병률에 관한 자료도 얻
을 수 있었을 것이다.

and depression tendency among adolescents in Seoul.
Methods: In June 1997, 900 students were sampled

본 연구의 장점은 여학생 뿐 아니라 남학생들도 포
함시켰다는 것과 참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from 18 high schools in Seoul by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본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중

and

assessed

with

self-completing

questionnaires. We used the Korean version of

에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불건강한 방법을 사용한

Eating

체중조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

disorder risk group,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다. 또한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이 여학생의

Depression Inventory (CDI) to screen depression

12.2%나 된다는 것은 장차 이 중에 식이장애로 발전

tendency, and Korean version of the State-Trait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현재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 to screen

도 이미 해를 입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 심각한

anxiety tendency.

Attitude

test (EAT-26)

to

screen

eating

문제라고 할 것이다. 최근 외국의 연구에서는 잘못된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97% (total 873),

식이태도나 식이행동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and numbers of girls were 442 (50.6%). Average age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된 식이태도나 행

was 15.8±0.33 years, and average body-mass index

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

was 21.2±3.3 kg/m

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어 이들에 대

girls (P<0.0001). While only 15.4% of boys wanted

한 집중적인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to be thinner, 42.7% of girls wanted (P<0.0001). And

한 식이장애 증상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우울, 불안 등

while 27.8% of boys have tried weight controls,

의 정신병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67.1% of girls have tried it (P<0.0001). Mean score

를 모두 다 감안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강구해야 할 것

of EAT-26 was higher in girls (11.52±6.94) than

이다.

boys (6.34±5.14) (P<0.0001).

2

in boys, 20.3±2.5 kg/m2 in

The

prevalence

of

EDRG was 2.8% in boys, 12.2% in girls (P<0.0001).
Mean CDI and STAIC scores wer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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