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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섭식행동의 평가도구는 임상 또는 역학적 연구에서 식사장
애 및 식사행동과 체중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된

The assessment tools of eating behavior are useful in
assessing eating disorder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behavior

and

weight.

This

review

다. 본 종설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자가보고식 섭식행동 평가

summarizes the eating behavior assessment tools (Eating

도구 중 한국어로 번역되었거나 표준화 되었거나 신뢰도 또는

disorder inventory, the Eating attitudes test, the Three-factor
eating questionnaire, the Restraint scale, the Dutch eating

타당도에 관해 평가된 섭식장애검사, 섭식태도 검사, 삼요인

behavior questionnaire, and the Children's eating behavior

섭식검사, 섭식절제척도, 섭식행동 질문지, 아동의 섭식행동검

inventory) which were translated into Korean versions and

사의 평가 목적 및 하위척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심단어: 섭식행동, 섭식장애, 섭식태도

서

were either standardized or analyzed for reliability or
validity.
Key words: Eating behavior, Eating disorder, Eating attitude

1)

와

론

아동 섭취행동 검사(Children's

Eating Behavior

2)

Inventory, CEBI)가 있다. 그 외 한국어로 번역 후 요인분
섭식행동(eating behavior)의 평가는 임상에서 식사장애

석을 하였거나 도구의 신뢰도를 내적 일치도로 분석하였거

를 선별하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섭식행동과 체중 상태에 관

나 유사한 척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비교하거나 식

한 역학적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다. 섭식행동 평가도구를

사장애나 섭식문제가 의심되는 집단과 섭식장애가 없는 집

역학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도구가 평가 지표인

단을 비교하여 타당도를 평가한 섭식행동 평가도구로 섭식

하위척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 하위척도에서 평가하는

장애검사(Eating Disorder Inventory, EDI)

3~5)

,섭식절제척도

6)

섭식행동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배경

(Restraint Scale, RS) , 삼요인 섭식검사(The Three-Factor

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섭식행동을 반영하고, 용이하

7)
Eating Questionnaire, TFEQ) , 섭식행동 질문지(Dutch

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가보고 형태로 평가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DEBQ)가8) 있다. 본 종설

하는 섭식행동 평가도구는 면접식 평가도구에 비해 역학적

에서는 이들 섭식행동 평가도구의 개발배경, 하위척도 또는

연구 수행에 유용하다. 자가보고 형태의 섭식행동 평가도구

하위영역, 번역된 평가도구의 표준화 상태에 대해 소개하면

중 한국어로 번역되어 신뢰도와 타당도 및 표준화를 거친

서 원본에서 평가한 하위척도와 번역된 평가도구에서 평가

평가도구는 섭식태도검사(The Eating Attitudes Test, EAT)

된 하위척도를 소개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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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ubscales of eating behavior measures
Original subscales
Eating disorder inventory
Ddrive for thinness, bulimia, body dissatisfaction,
ineffectiveness, perfectionism, interpersonal
distrust, interoceptive awareness, and maturity
fear
Eating disorder inventory-2

Eating attitude test

Restraint scale
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Children’s eating behavior
inventory

Subscales of the Korean version
Drive for thinness, bulimia, body
dissatisfaction, ineffectiveness, perfectionism,
interpersonal distrust, interoceptive awareness,
maturity fear,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rive for thinness, bulimia, body dissatisfaction, Self-esteem, bulimia, emotional intelligence,
ineffectiveness, perfectionism, interpersonal
preoccupation with weight and body shape
distrust, interoceptive awareness, and maturity
fear, asceticism, impulse regulation, and social
insecurity
Dieting, bulimia and food preoccupation, and oral Men: self-regulation of eating, bulimia, food
control
preoccupation and dieting, drive for thinness,
and sweet food avoidance
Women: self-regulation of eating, bulimia, food
preoccupation, dieting, and drive for thinness
Weight fluctuation and concern for dieting
Weight fluctuation and concern for dieting
Cognitive restraint, disinhibition, and hunger
Emotional eating, external eating,
dietary restraint
Parent dimension and children dimension

Emotional eating, external eating, dietary
restraint
Parents’ stress, pervasive problematic eat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during mealtime,
eating prohibited food, helping prepare
mealtime

10)

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본

한오수, 유희정이 번역한 EDI-2와4) EDI에서 중복된 64

론

6)
문항을 김철민 등 이 요인 분석한 결과에서는 13개 요인이

1. 섭식장애검사
(Eating Disorder Inventory, EDI)

추출되었으나 9개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날씬해지려는 욕

Garner, Olstead, Polivy9)가 개발한 EDI는 64개 항목으

만', ‘폭식/과식', ‘성숙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자기 기대',

망', ‘감각감정지각', ‘무능감', ‘대인관계 자신감', ‘체형불

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식사장애(신경성 식욕부진증)를 지닌

‘감정조절과 대인관계 문제'로 분류하였다. EDI-2 전체의

여자 환자들에서 관찰된 태도적, 행동적, 인성적 특성을 이

5)
요인을 분석한 Lee 등 의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 중 설문지

용하여 식사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14개 항목을 제외하였을 때

섭식과 체중에 관련된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는 3개의 하위

5개 요인(자존감, 폭식, 정서적 지능, 체중과 체형에 대한

척도(폭식, 날씬함에 대한 욕구, 체형불만족)과 식사행동을

집착, 성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분되었다. 번역된 EDI-2

평가하는 감각감정지각(interoceptive awareness), 식사장애

는 모든 하위척도에서 식사장애군(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

의 원인에 관련되었다고 가정된 근저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

성 대식증, 비특이적 식사장애)과 비식사장애 군을 구별하

하는 4개의 하위척도(무능감, 지나친 자기기대, 대인관계 불

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식사장애군 내에서는 공통적 특성을

신감, 성숙에 대한 공포), 총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갖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하위척도는 비특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식

2. 섭식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 EAT)

사장애 환자군과 다른 정신과 환자군 간 구별에 제한이 있
어 91 문항인 EDI-2가 개발되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

Garner와 Garfinkel11)이 개발한 초기의 EAT 도구는 40

성 대식증 평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EDI-2는 기존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Garner 등12)이 26문항으로 단축하

하위척도에 3개의 하위척도인 금욕, 충동조절, 사회적 불안

여 EAT-26으로 축약되었다. EAT-26은 살찌는 음식을 피하

감을 추가하였고 섭식행동과 특이적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3

고 날씬해지는데 집착하는 ‘다이어트(dieting) 요인’ 음식에

개의 하위척도(폭식, 날씬함에 대한 욕구, 체형불만족)와 전

대한 생각과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나타내는 ‘대식증과 음식

반적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나머지 8개 척도로 구분된다. 각

집착(bulimia and food preoccupation) 요인’ 식사에 대한

문항당 6점 Likert 등급으로 평점하지만 4점 등급으로 전환

자기통제와 체중증가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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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구강통제(oral control)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0.87, 0.92이고 전체적으로 0.91이었다.

이 평가도구는 임상에서 모집된 대상자와 일반인구 집단에

4. 삼요인 섭식 질문지(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TFEQ)

서도 식사장애 문제를 평가할 수 있고 일반인구집단에서 준
임상적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까지의 섭식행동문제를 평가

삼요인 섭식 질문지는 섭식절제척도의 개념적 구성의 제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되었다. 이민규 등 이 한국어로 번역한 EAT-26은 각 문항

한점 이었던 섭식절제를 위한 인지적 노력 혹은 행동적 측

에 대해 6개 Likert 척도로 구성(점수 평가는 0~3점) 되며

면을 평가하기 위해 Stunkard와 Messick16)에 의해 제작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자에

었고 섭식장애의 진단, 예후 및 관리에 관한 생물행동적 구

서 ‘식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음식집착과

성개념을 기초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세 개의 하위척도로

다이어트', ‘날씬함에 대한 집착', ‘단음식 회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섭식절제(cognitive restraint) 21문

구분된 반면 여자에서는 ‘식사에 대한 자기통제'와 ‘대식증

항, 탈억제(disinhibition) 16문항, 배고픔(hunger) 14문항으

적 증상', ‘날씬함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다이

로 총 51문항을 포함한다. 이중 탈억제 척도는 음식의 외부

어트 요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EAT-26

적 자극(음식의 모양, 냄새 등) 및 정서적 자극(긍정적 또는

의 표준화 결과에 따르면 총 점수가 남자에서 15~18점, 여

부정적 기분에서 음식 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

자에서 18~21점이면 식사문제의 경향성이 있는 상태, 남자

로 공복감이 없음에도 먹거나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에서 19점 이상, 여자에서 22점 이상이면 식사문제가 있는

음식의 강화효과가 큰 상태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국내에서

상태, 남자에서 23점, 여자에서 27점 이상이면 심한 식사문

는 한오수와 유희정 의 번역본이 있으며 이임순의 연구에

제를 가진 상태로 제시되었다. 이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한

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인지적 섭식절제 척도

연구에서도 번역된 EAT-26이 임상뿐 아니라 역학적 연구

0.79, 탈억제 척도 0.71, 배고픔 척도 0.72이었다.7)

4)

에서도 신뢰성 있고 타당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5. 섭식행동 질문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DEBQ)

2)

3. 섭식절제척도(Restraint Scale ; RS)

섭식행동질문지는 Van Strien 등17)이 과식과 비만에 대
한 기본적 이론인 정신신체 이론(psychosomatic theory), 외

섭식절제(먹고 싶은 충동과 대항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Herman, Mack 과 Herman,

부단서 이론(Externality theory)과 섭식절제 이론(Restraint

14)
Polivy, Pliner, Threlkeld, Munic 가 개발한 것으로 10문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한 평가도구로 정서적 섭식

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에서 체중변동에 관련된 문항

척도 13문항, 외부적 섭식척도 10문항, 절제된 섭식척도 10

13)

4문항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6문항으로 구성되지만 비만

문항, 총 33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된다. 정신신체이론은

한 사람은 섭식을 억제하지 않아도 체중변동이 커서 총점이

분노, 두려움, 불안 같은 식욕감소가 일어나야 하는 상태에

높게 나올 수 있고, 섭식억제의 인지적 측면보다 섭식억제

서 오히려 과식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이를

행동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체중의 변화를 평가하게 되어

정서적 섭식척도로 평가한다. 외부단서 이론은 허기감과 포

이 척도의 이론적 배경을 적절히 반영 못한다는 문제점이

만감 같은 생리적 상태와 관계없이 음식과 관련된 외부적

7)
제기되었다. 이임순 이 한국어로 번역한 섭식절제척도의 내

자극이 과식과 같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이론으로 외부적 섭

적 일치도는 0.72이었고,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다이어트에

식척도로 평가한다. 섭식절제이론은 섭식절제를 하는 경우

대한 관심' 6문항과 '체중변동' 4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한편, 이민규와 한덕웅 이 개발한 섭식절제평가 도구는

조절하지 못하여 과식을 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절제된 섭식

인지 차원(음식억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먹는 음식에 대한

척도로 평가한다. DEBQ는 요인구조가 명확하고 내적일치

주의 등 섭식 억제에 관련된 생각을 평가), 정서 차원(섭식

도 및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 평가되며 절제된 섭식척도는

억제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평가) 및 행동의도 차원(섭

섭식절제척도와 삼요인 섭식질문지의 인지적 섭식절제척도

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의도)이 섭식억제에 영향을 줄

에 비교하여 섭식절제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로 평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식사태도검사-26, 섭식절제척도, 식사

8)
가되기도 하였다. 김효정 등 이 한국어로 번역한 섭식행동

장애척도-2, 삼요인 섭식질문지, 섭식행동 질문지에서 섭식

질문지는 타당도 분석에서 원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척도

절제를 반영하는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로 구성되었고, 내적일치도는 절제된 섭식척도는 0.90, 정서

각 차원에 5개 문항, 전체 15개 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

적 섭식척도는 0.93, 외부적 섭식척도는 0.79이었다.

15)

성되었고 점수범위는 0~90점(높은 점수일수록 심한 섭식억
제)이었다. 이 도구에서 Cronbach's α는 각 차원에서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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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의 섭식행동검사(Children's Eating
Behavior Inventory, CEBI)

cross-cultural comparison. Yonsei Med J. 2012;53:
1099-106.

아동 섭식행동검사는 Archer, Rosenbaum, Streiner18)가

6. Kim C, Park J, Kim S, Kim M, Kang C, Kim J. Factor

고안한 것으로 아동의 섭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부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Disorder

모, 가족요인을 모두 고려한 40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로

Inventory. Kor J Psychopathol 2005;14:11-20.

부모가 아동영역 28문항과 부모영역 12문항에 대해 응답하

7. Lee I. A validation study of the restraint scale. Kor J

게 되어 있다. 아동영역에서는 음식 선호정도, 구강운동능

Health Psychol 2002;7:143-58.

력, 행동순응정도를 평가하고, 부모영역에서는 부모가 아동

8. Kim H, Lee I, Kim J.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의 행동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아이를 먹이는 것과 관련된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the Eating Behavior

인지 및 감정,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였다. 각

Questionnaire. Kor J Clin Psychol 1996;15:141-50.

문항은 1~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으면 문

9. Garner DM, Olmsted MP, Polivy J. Development and

3)
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하였다. 김혜진 등 이 한국어로 번역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eating disorder

된 아동 섭식행동검사는 3~10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전

inventory for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Int J Eat

체 내적 일치도가 0.85이었고,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Disord 1983;2:15-34.

0.63~0.85이었다. 번안된 CEBQ의 요인분석 후 40문항 중

10. Garner DM.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27문항만이 최종 선정되었고 원래 도구는 요인이 두 개였으

manual. Odessa(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나 번역된 도구에서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최종 결정된

1991.

요인은 ‘식사 중 부모 스트레스' 요인(8문항), ‘전반적 식사

11. Garner DM, Garfinkel PE. The Eating Attitude Test:

문제' 요인(7문항), ‘식사 시 문제행동' 요인(3문항), ‘상차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

림 돕기' 요인(2문항), ‘금지식품 섭취' 요인(2문항)이었다.

Med 1979;9:273-9.

번역된 CEBI는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 간에 점수 차이가

12. Garner DM, Olmsted MP, Bohr Y, Garfinkel PE. The

있어 연령별 보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ating attitude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 Med 1982;12: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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