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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weight control behaviors, eating disorder risk, and depres-

sion in female adolescents according to dieting experience during the last year. The subjects were 707 stu-

dents attending a girls’ high school in Seoul, and all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Eating disorder risk and depression were determined by using EAT-26 (Eating Attitude Test-26) 

and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respectively. Data were compared between subjects with experi-

ence of dieting (320) and those without (387). More of the subjects with dieting experience were unsatisfied 

with their own body weights (76.9% vs. 44.2%, P＜0.01) and weighed themselves frequently (P＜0.01) com-

pared to those without diet experience. EAT-26 (11.63±8.3 vs. 5.99±4.7, P＜0.01) and PHQ-9 scores (7.05±4.6 

vs. 6.00±4.4, P＜0.01) were higher in subjects with dieting experienc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There-

fore, we concluded that dieting is associated with several undesirable psychological aspects such as eating dis-

order risk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and thus providing proper education is urgently needed to empha-

sizing importance of healthy weight and the danger of unnecessary di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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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여

학생의 비만은 7.3%로 남학생의 14.2%에 비해 매우 

낮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그럼에

도 불구하고 월간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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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여학생이 45.1%로 남학생의 23.1%보다 높았

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체중감소를 시도한 비율은 

여학생에서 18.5%로 나타나 남학생의 12.0%보다 높았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이와 같은 여학생의 지나친 다이어트 경험률은 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될 수 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85백분위수 미만 학생 중 자신의 체중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한 남학생은 20.7%로 여학생의 

34.7%보다 낮았고,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39.8%)이 

중학생(29.2%)에 비해 높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최근 일본 여중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시행 결정과 다이어트 행위를 연구한 보고(Myint 등 

2015)에서도 자신의 체중에 대한 존중은 다이어트 경험

에 이어 두 번째 중요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젊은 여성의 지나치게 마른 몸매 추구에 의한 불필

요한 다이어트의 폐해는 만연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정

책은 날씬함에 대한 지나친 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Germov & Williams 1996). 전국의 여대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군 중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합의 비율이 77.5%로 다수의 학생들이 다

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았다(Kim & Lee 2014). 또한 여

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6.5%가 해당 연령에

서 3백분위수 미만에 속하는 극저체중을 희망하였고, 

35.6%는 3∼10백분위수에 속하는 저체중을 희망하여 

지나치게 마른 몸매에 대한 집착이 이 시기의 여성에서

도 만연함을 보여주었다(Park & Lee 2013).

청소년기는 신체적ㆍ정신적인 면에서 빠르게 성장ㆍ

변화하는 생애주기에 있어 제2의 급성장기로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신체 모습을 갖기 원한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시행하는 다이어트는 비과학적 방법이 많고(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Sports Medicine and 

Fitness 2005), 특히 여성의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과도한 체중감량은 여성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월경

불순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골다공증 

또는 면역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Choi 등 2011).

청소년에서 불필요한 다이어트와 체중 과대인식은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등

의 심리적 폐해를 초래한다. 섭식장애란 폭식을 하

거나 음식 섭취를 거부한 결과 비만 혹은 신체쇠약

이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거식증, 폭식증 및 마구

먹기장애가 있으며 날씬한 신체를 요구하는 현대사

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Choi 등 2011). Eating 

Attitude Test(EAT-26)는 심리적 섭식장애 위험의 초

기 진단에 이용된다(Garner & Garfinkel 1979).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고위

험군인 여학생이 정상군의 여학생보다 자신의 체중

을 더 뚱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섭식장애 고위험군

인 남녀 학생이 정상군의 남녀 학생보다 체중조절 

경험이 많았다(Lee 등 2001).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Won(1998)의 연구에서는 비만도와 식행동이 관련성

을 갖고 있어 체중이 뚱뚱하다고 인식할수록 EAT-26 

점수가 높았다. 

청소년의 우울 성향이 비만군에서 저체중군 혹은 

정상체중군보다 높았다는 보고(Cho 등 2007)가 있는 

반면, 실제 과체중 여부가 아닌 체중의 주관적인 과

대인식이 유의적으로 높은 우울 성향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다(Kim & Lee 2010). 또한 여고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극저체중을 희망하는 경우가 

정상체중을 희망하는 동료에 비해 우울 증상이 높

았다(Park & Lee 2013).

무리한 다이어트 폐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다이어트 경험에 따른 

신체지수와 식생활 탐구(Lee & Ahn 2000), 체중조절

단계의 영향 요인(Kim & Lee 2014) 등이 있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다이어트 실행 여부에 

미치는 요인(Kim & Kim 2010)이 있는데 남녀 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보다 체중에 민감

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경험과 이들의 신체 

및 정신적인 면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다이어트 경험 유ㆍ무에 따른 체중만족도ㆍ체중인

식, 체중조절 실태ㆍ다이어트 부작용 및 심리적 상

태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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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서울특별시 1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학생 1,073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빠진 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설문조사 

366부를 제외하고 총 707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Min 2015). 조사기간은 2014년 6월이었고 

설문지는 학생 스스로 기입하게 하였다. 최근 1년간 

체중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이어트 경험군과 무경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각 320명과 387명이 해당되었다. 본 연구는 대진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1040656무01-2014-03)

을 받아 실시되었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일반사항, 체중조절 실태, 체중 관련 변

수, 섭식장애 위험도, 우울정도 및 식생활지침 준수 

정도로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

연령, 신장, 체중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체중조절 실태

최근 1년간 체중 감량 목적으로 1주일 이상 지속

된 다이어트 경험의 유ㆍ무를 조사하였고, 최근 1년

간 1주일 이상 지속된 다이어트 횟수와 기간, 다이

어트 부작용, 체중 측정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체중 관련 변수

체중 인식에서는 자신의 체중을 심한 저체중, 저

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생각하는지

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체중 만족으로는 매우 불만

족, 불만족인 편, 그저 그럼, 만족 및 매우 만족의 

5항목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최근의 측정값을 기억

하여 현재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였고 자신의 1년 

전 신장과 체중, 1년 중 최고 체중과 최저 체중 그

리고 자신의 현재 신장에서 희망하는 체중을 조사

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는 대한

비만학회의 기준에 따라 BMI＜18.5의 경우 저체중, 

18.5≤BMI＜23.0의 경우 정상체중, 23.0≤BMI＜25.0

의 경우 과체중, BMI≥25.0의 경우 비만으로 분류하

였다(Korea Society for the Study Obesity 2010).

체중 인식은 심한 저체중에 속한 조사대상자가 

자신을 저체중, 정상,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저체중

이 자신을 정상체중,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정상체

중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과체중이 자신을 비만

으로 인식하는 경우 과대인식으로 구분하였다(Kim 

& Lee 2010). 마찬가지로 실제 저체중에 속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을 심한 저체중으로, 정상체중이 저체

중 이하로, 과체중이 정상체중 이하로, 비만이 과체

중 이하로 인식하는 경우 과소인식으로 구분하였다.

4) 섭식장애 위험도(EAT-26)

섭식장애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Garner & Gar-

finkel(1979)이 개발한 것으로 Rhee 등(1998)이 표준화

한 식사태도 검사 도구(Eating Attitude Test, EAT-26)

를 이용하였다. EAT-26은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항목을 6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4점 척

도로 점수화하였다. 즉 ‘항상 그렇다’와 ‘매우 자주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1점, 

‘거의 드물다’와 ‘전혀 아니다’ 0점으로 코딩하였다. 

다이어트 관련, 폭식 및 음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섭취 조절의 세 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며 EAT-26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섭식장애 고위험군으로 전문

가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한다. 

5) 우울정도(PHQ-9)

우울정도 평가는 2010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번

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뢰

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for 



244 | 여고생의 다이어트 경험에 따른 심리적 상태

Table 1. Anthropometry of high school girls according to ex-
perience of dieting.

Variables
Experience of dieting

P-value1)

Yes (N=320) No (N=387)

Height (cm) 161.7±5.02) 161.2±5.2 0.196

Weight (kg) 55.1±6.7 51.9±8.8 0.000**

Desired weight (kg) 48.9±8.0 47.5±5.6 0.005**

BMI3) (kg/m2) 21.1±2.4 19.9±3.1 0.000

Desired BMI (kg/m2) 18.7±2.6 18.3±1.8 0.001

Underweight4) 38 (11.9) 116 (30.0) 0.000

Normal 233 (72.8) 240 (62.0)

Overweight 30 ( 9.4) 23 ( 5.9)

Obese 19 ( 5.9) 8 ( 2.1)
1) Analyzed by Student’s t-test or χ2 test 
2) Mean±standard deviation 
3) BMI: Body mass index
4) Weight status according to BMI: underweight＜18.5, normal 18.5∼

22.9, overweight 23.0∼24.9, obese≥25.0
**P＜0.01

Depression(Park 등 2010)을 이용하여 자살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총 8개의 문항으로, 각 항목은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혀 없음’ 0점, 

‘어쩌다 한 번’ 1점, ‘이틀에 한 번 정도’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6) 식생활지침 준수 정도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의 총 17문항으로, 각 항목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혀 아니다’ 1점, ‘아

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지침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 21.0)을 사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빈도와 백분율로 정리하

였다. 신체 상황, 체질량지수(BMI), 체중 인식 및 체

중 만족도, 섭식장애 위험도, 우울증상 및 식생활지

침 준수 정도를 다이어트 경험군과 무경험군 간에 

비교하였고, 다이어트 횟수, 지속기간, 부작용에 관

련된 사항은 다이어트 경험군에서만 기술하였다. 군

간 빈도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검증하였고, 

평균의 차이는 Student’s t-test로 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P＜0.05).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신체 상황

Table 1은 다이어트 경험군 및 무경험군의 최근 신

체 상황을 비교하였다. 다이어트 경험군은 다이어트 

무경험군에 비해 신장(161.7±5.0cm vs. 161.2±5.2cm)은 

다르지 않았지만, 현재 체중은 더 높았고(55.1±6.7kg 

vs. 51.9±8.8kg, P＜0.01) 현재 체질량지수도 더 높았을 

뿐 아니라(21.1±2.4kg/m2 vs. 19.9±3.1kg/m2) 현재 신장

에서 희망하는 체중이 더 높았고(48.9±8.0kg vs. 47.5± 

5.6kg, P＜0.01), 희망 체질량지수도 더 높았다(18.7± 

2.6kg/m2 vs. 18.3±1.8kg/m2). 그러나 다이어트 경험군

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는 정상체중 및 저체

중의 비율이 각각 72.8% 및 11.9%로 높은 반면, 과

체중 및 비만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9.4%와 5.9%에 

지나지 않아 불필요한 다이어트가 만연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2. 체중 인식 및 체중 만족도

Table 2는 주관적 체중 인식, 체중 왜곡, 체중 만

족도 및 체중 측정 빈도를 다이어트 경험군과 무경

험군에서 비교하였다. 경험군과 무경험군에서 체중

을 과대인식하는 비율은 군간 차이없이 각각 64.4%

와 66.4%로 높았고, 과소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1.3%

와 0.5%로 매우 낮았다. 한편, 다이어트 경험군은 

자신의 체중을 만족하는 비율이 1.9%로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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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ight-related perception and dieting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according to experience of dieting.              N (%)

Variables
Experience of dieting

P-value1)

Yes (N=320) No (N=387) Total (N=707)

Subjective weight perception Severely underweight 0 ( 0.0) 1 ( 0.3) 1 ( 0.1) 0.000

Underweight 1 ( 0.3) 36 ( 9.3) 37 ( 5.2)

Normal 162 (50.6) 236 (61.0) 398 (56.3)

Overweight 123 (38.4) 96 (24.8) 219 (31.0)

Obese 34 (10.6) 18 ( 4.7) 52 ( 7.4)

Body image distortion2) Underestimation2) 4 ( 1.3) 2 ( 0.5) 6 ( 0.8) 0.520

Normal estimation 110 (34.4) 128 (33.1) 238 (33.7)

Overestimation3) 206 (64.4) 257 (66.4) 463 (65.5)

Body satisfaction Unsatisfied a lot 88 (27.5) 34 ( 8.8) 122 (17.3) 0.000**

Unsatisfied 158 (49.4) 137 (35.4) 295 (41.7)

Normal 68 (21.3) 166 (42.9) 234 (33.1)

Satisfied 6 ( 1.9) 45 (11.6) 51 ( 7.2)

Satisfied a lot 0 ( 0.0) 5 ( 1.3) 5 ( 0.7)

Frequency of weighing Once a day 50 (15.6) 31 ( 8.0) 81 (11.5) 0.000

3∼5 times/week 46 (14.4) 47 (12.1) 93 (13.2)

1∼2 times/week 70 (21.9) 50 (12.9) 120 (17.0)

2∼3 times/month 41 (12.8) 55 (14.2) 96 (13.6)

Once a month 25 ( 7.8) 46 (11.9) 71 (10.0)

＜Once a month 88 (27.5) 158 (40.8) 246 (34.8)
1) Analyzed by χ2 test
2) Obese subjects perceived themselves as overweight or below, overweight as normal or below, normal as underweight or severely under-

weight, or underweight as severely underweight
3) Severely underweight subjects perceived themselves as somewhat underweight or above, underweight as normal or above, normal as 

overweight or obese, or overweight as obese
**P＜0.01

무경험군의 12.9%에 비해 매우 낮았고(P＜0.01), 주 

3회 이상 체중 측정 빈도는 30.0%로 다이어트 무경

험군의 20.1%보다 높았다(P＜0.01).

3. 체중조절 실태와 다이어트 부작용

다이어트 경험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이어트 지

속 횟수, 기간 및 부작용은 Table 3에 요약하였다. 

다이어트 경험군의 71.9%가 1년간 1주일 이상 다이

어트를 지속한 횟수로 1∼5회를 응답하였고, 5∼10회

인 경우는 19.7%, 10회 이상인 경우 8.4%로 나타났

다. 1년간 1주일 이상 다이어트를 한 총 기간으로 1달 

이내 53.1%, 1∼3개월 40.9%, 3∼6개월 4.1%, 6개월 

이상인 경우 1.9%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이어트 경

험군의 31.6%가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응

답하였으며, 증상으로는 무기력(38.6%), 변비(15.8%), 

어지럼증(14.9%), 우울(9.9%), 월경불순(5.0%), 두통(1.0%) 

순으로 나타났다.

4. 심리적 상태

Table 4는 EAT-26과 우울증상을 다이어트 경험군과 

무경험군 간에 비교하였다. 다이어트 경험군은 EAT-26 

총점의 평균이 11.63±8.3으로 무경험군의 5.99±4.7보

다 높았으며(P＜0.01), 우울증상 총점은 7.05±4.6으로 

무경험군의 6.00±4.4보다 높았다(P＜0.01). EAT-2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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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unt, duration, and side effects of dieting for the 
past a year in high school girls.

Variables N (%)1)

Count of dieting 1∼5 times 230 (71.9)

5∼10 times 63 (19.7)

≥10 times 27 ( 8.4)

Total duration of dieting ≤1 month 170 (53.1)

1∼3 month 131 (40.9)

3∼6 month 13 ( 4.1)

≥6 month 6 ( 1.9)

Experience of side effects Yes 101 (31.6)

No 219 (68.4)

Side effect experienced Lethargy 39 (38.6)

Constipation 16 (15.8)

Dizziness 15 (14.9)

Depression 10 ( 9.9)

Irregular menstruation 5 ( 5.0)

Headache 1 ( 1.0)

The others 15 (14.9)

Total 101 ( 100)
1) % was calculated within 320 subjects, who had experience of 

dieting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depression, 
Eating Attitude Test-26 and body weight dissatisfaction.

Depression EAT-26

Eating Attitude Test-26 0.243**1)

Body weight dissatisfaction 0.163** 0.349**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Eating Attitude Test-26 and depression according to 
dieting experience.                             N (%)

Experience of dieting
P-value1)

Yes (N=320) No (N=387)

Eating Attitude Test-26

Score 11.63±8.32) 5.99±4.7 0.000**

Distribution

≥20 49 (15.3) 8 ( 2.1) 0.000**

＜20 271 (84.7) 379 (97.9)

Depression 7.05±4.6 6.00±4.4 0.002**
1) By χ2 test or Student’s t-test
2) Mean±standard deviation
**P＜0.01

총점이 20점 이상의 점수로 섭식장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다이어트 경험군이 

15.3%로 무경험군의 2.1%보다 높았다(P＜0.01). Table 5

는 우울증상, EAT-26, 체중 만족도 및 체질량지수 

간의 상관분석을 요약하였다. 우울증상과 EAT-26는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r=0.243, P＜0.01)가 있었는데, 

EAT-26(r=0.163, P＜0.01)과 우울증상(r=0.349, P＜0.01)

은 각각 체중 불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5. 식생활지침 준수 정도

다이어트 경험에 따른 식생활지침 실천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다이어트 경험군과 무경험군

에서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이어트 

경험군에서 ‘내 키에 맞는 건강 체중을 안다(3.71±0.9 

vs. 3.58±0.8, P＜0.05)’와 ‘매일 한 시간 이상 적극적

으로 신체활동을 한다(2.68±1.1 vs. 2.34±0.9, P＜0.01)’ 

항목에서 무경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3.76±0.9 vs. 4.22±0.8, 

P＜0.01)’의 항목에서는 무경험군이 경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결과는 높은 이상식이습관이나 우울증상

이 다이어트 경험과 관련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다이어트 경험과 심리적 상태와의 인

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단면연구이다. 그러나, 우

울증 모델에 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변화가 식이

제한에 의한 반복되는 체중 등락에 의해 흰쥐에서 

유도된 보고(Chandler-Laney 등 2007)는 본 연구결과

에서와 같은 다이어트 경험에 의한 우울증상 증가

의 기전으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여고생에서 다이어트 경험이 우울증상 및 이상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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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herence to dietary action guide according to diet-
ing experience.                                 N (%)

Variables
Experience of dieting

P-value1)

Yes (N=320) No (N=387)

Eat balanced diet 3.57±1.02) 3.56±0.9 0.947

Eat fresh fruits for snack 3.78±0.9 3.76±1.0 0.737

Drink more than 2 cups
of milk every day

2.45±1.2 2.42±1.1 0.690 

Eat less of salty foods 3.19±1.0 3.09±1.0 0.173

Eat less of instant food 3.13±1.0 3.13±1.0 0.994

Eat less of fried or 
fast foods

3.14±1.0 3.14±1.0 0.951

Aware of healthy weight 
for my height

3.71±0.9 3.58±0.8 0.037

Do regular exercise for 
1 hours

2.68±1.1 2.34±0.9 0.000

No unnecessary dieting 3.76±0.9 4.22±0.8 0.000

Less than 2 hours in 
screen-viewing

3.77±1.1 3.68±1.1 0.280 

Drink plenty of water 3.52±1.0 3.48±1.0 0.573

Drink less of soft drinks 3.43±1.1 3.48±1.0 0.530 

No skipping breakfast 3.88±1.4 3.83±1.3 0.613

Eat meals on time and 
slowly

3.27±1.0 3.33±1.0 0.410 

No overeating despite of 
feeling hungry

2.91±1.0 2.99±0.9 0.282

No eating junk food 3.17±1.0 3.14±1.1 0.709

Read food label and 
expiration date before 
buying foods

3.77±1.0 3.63±1.0 0.065

Total 57.13±8.3 56.79±8.4 0.597
1) By χ2 test
2) Mean±standard deviation

습관과 관련성이 나타났는데 다이어트 관련 심리상

태의 선후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이상식이습

관이 우울증상을 초래하기보다는 우울증상이 이상

식이습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어트는 장

기적으로 볼 때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다

이어트 실패에 따른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은 외모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부정적 영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에 빠져들게 한다. 따라서 우울증상이 있는 청

소년은 섭식장애가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Herpertz-Dahlmann 등 2015).

청소년기의 이상식이습관이 그 당시뿐 아니라, 성

인기의 심리 상태와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Neumark- 

Sztainer 등 2011; Herpertz-Dahlmann 등 2015). 독일

에서 771명으로 구성된 코호트 연구에서는 11∼17세 

때 섭식장애 행동이 17∼23세 때의 섭식장애 행동을 

유의적으로 예측한다고(95% CI: 1.2∼1.42, P＜0.0001) 하

였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및 부모의 체질량지

수, 사회경제적계층, 우울증상과 같은 잠재적 교란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출발점에서 섭식장애 증상을 

가졌던 경우, 과체중, 비만 및 우울증을 갖는 비율

이 유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 초기에 이를 감지하여 중재할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Herpertz-Dahlmann 등 2015).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하지 못한 체중조절 행위를 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았던 또래에 비해 5년 후에 과체중이 될 위험이 2∼3

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는(Neumark-Sztainer 등 2006b) 

캐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에 대해 염려하는 경우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보

인다는 보고(Woodruff 등 2008)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경험한 여고생의 

식사의 질을 식생활지침 준수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식품군의 섭취량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식사의 질을 평가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체중 불만족은 이상식이습관 및 우

울증상과 유의적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향후 

우울증상, 이상식이습관, 과체중은 다이어트와 체중 

불만족이라는 공통적인 위험인자를 공유한다는 연

구결과(Goldschmidt 등 2016)에서는 올바른 신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이어트 경험군에서 실제 저

체중 혹은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비율이 84.7%이므로 

불필요한 다이어트가 만연하고 있는 실태는 본 연

구의 조사대상자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체중을 실제 체중보다 과대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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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다이어트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조사

대상자의 2/3 정도로, 두 군 모두에서 자신의 체중

을 바르게 아는 비율보다 훨씬 높아 선행연구와 유

사하다(Kim & Lee 2010; Kim 2012). 최근 미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자신의 

신체상이 객관적인 신체 크기보다 더 신체적 및 행

복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더 긍정

적인 신체상을 가진 경우 성별에 무관하게 우울증

상이 낮고, 자긍심이 높으며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

트 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en 2015). 섭

식장애는 부정적 신체상과 신체상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우울증

상은 신체상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Koenig & Wasserman 1995). 

다이어트에 따른 감량과 그에 따른 체중 재증가가 

총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래전에 정립되었지만(Jeffery 1996), 반복되는 다이

어트와 체중 재증가로 인한 건강상 위험은 과체중/

비만인보다 정상체중인 경우에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Montani 등 2015). 이는 과체중/비만이 아닌 경우 

체중 감량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이어트를 경험한 조사대상자에서 1/3 정도가 부작

용을 경험했다고 하였는데 증상으로 무기력, 변비, 

어지럼증, 우울, 월경불순, 두통 순서로 답하여 비가

역적인 신체 악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 중에 있는 시기라는 것

을 감안할 때 잠재적 위험은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71.9%가 1년간 1주일 이상 

다이어트를 지속한 횟수는 1∼5회였고, 53.1%는 1년

간 다이어트를 한 총 기간이 1달 이내라고 하였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천 기간과 실

천 빈도는 비만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천 

강도는 효과가 없어 꾸준하고 지속적인 다이어트 

시행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Lee & So 2005).

18∼35세 남녀 583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결

과는 잦은 체중 측정이 현재 체질량지수와는 무관한 

반면, 체중유지가 힘들다고 인식하거나 다이어트 경

험과 관련되어 체중 증가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써 건강한 체중조절 행위의 한 부분임을 시사하였

다(Wing 등 2015). 또한 주 5회 측정에 비해, 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것이 행동수정을 촉진하는 자기조절

과정을 촉발함으로써 더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Steinberg 등 2015)가 있는가 하

면,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칼로리 섭취량과 소

모량에 유의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매일 측

정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다(Wilkinson 

2016). 또한 5년에 걸쳐 2,516명의 사춘기 대상자에서 

연구한 바로는 체중을 자주 측정한 여자에서는 폭

식행동과 같은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체중조절 행

위를 더 많이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보고(Neumark- 

Sztainer 등 2006a)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단 1개교의 여고생만을 대상

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여고생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신장과 체중

을 실제 측정한 자료가 아닌, 조사대상자가 알고 있

는 수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오차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고생 집단에서 불

필요한 다이어트가 만연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

고,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

써 이들 집단이 건강체중 인식과 불필요한 다이어

트에 의한 폐해를 인식하게 하는 영양교육이 시급

함을 보여주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이어트 경험 유ㆍ무에 따라 여고생

의 신체 상황, 체중조절 행위, 이상식이습관, 우울정

도 및 식생활지침 준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특

별시 1개 여자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이어트 경험군은 320명, 무경험군은 387명이었으

며, 그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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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어트 무경험군에 비해 경험군은 현재 및 희망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지만(각각 P＜0.01), 

단 15.3%만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과체중 혹은 비

만에 속하였다. 

2. 다이어트 경험군과 무경험군은 자신의 체중을 과

대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64.4%와 66.4%로 다르지 

않았고, 정상인식(각각 34.4%와 33.1%) 혹은 과소

인식(각각 1.3%와 0.5%)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

다. 다이어트 경험군은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76.9%로 무경험군의 44.2%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주 3회 이상 체중 측정하는 비율

이 30.0%로 무경험군 20.1%보다 높았다(P＜0.01).

3. 다이어트 경험군 중 1년간 1주일 이상 다이어트

를 지속한 횟수는 1∼5회가 71.9%로 가장 높았고 

5∼10회가 19.7%로 뒤를 이었으며, 1년간 1주일 

이상 다이어트를 한 총 기간으로 1달 이내가 

53.1%로 가장 높았고 40.9%는 1∼3개월로 응답

하였다. 다이어트 경험군의 31.6%가 다이어트 부

작용을 경험했고, 무기력, 변비, 어지럼증, 우울, 

월경불순, 두통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4. 다이어트 경험군은 EAT-26 평균이 11.63±8.3으로 

무경험군 5.99±4.7보다 높았고(P＜0.01), 섭식장애 

위험이 있는 비율은 15.3%로 무경험군 2.1%보다 

높았다(P＜0.01). 다이어트 경험군의 우울증상의 

평균은 7.05±4.6으로 무경험군 6.00±4.4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P＜0.01). 

5. 다이어트 무경험군에 비해 다어어트 경험군은 

‘자신의 신장에 맞는 건강체중 인지’와 ‘규칙적 

운동’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은 반면,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았

고 식생활지침 준수 총점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이어트 경험군에서 섭식

장애 위험도와 우울증상이 높아 여고생의 불필요한 

다이어트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였으

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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