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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o verify the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order 
Diagnosis Scale DSM-5 (K-EDDS) as a web-based diagnostic system, which enables rapid diagnosis of pa-

tients for early intervention.
Methods：A total of 119 person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cluding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n=38) 

and college students (n=81). Along with the paper-and-pencil SCOFF, all participants completed the web-based 
K-EDDS, the Eating Disorder Examination-Questionaire (EDE-Q), and the Clinical Impairment Assessment Ques-
tionnaire (CIA).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using the Eating Disorder Examination Interview (EDE) was con-
ducted for participants with two or more SCOFF scores. Within two weeks, the web-based K-EDDS, the EDE-Q, 
and the CIA were re-tested. 

Results：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were extracted : body dissatisfaction, binge behaviors, 
binge frequency and compensatory behaviors. The four subscales of the web-based K-EDDS had significant cor-
relation with each of the four subscales of the EDE-Q.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web-based K-EDDS was 
highly satisfactory (Cronbach’s alpha=0.93). The diagnostic agreement between the web-based K-EDDS and the 
EDE was excellent (96.83%), and the web-based K-EDDS’s test-retest diagnostic agreement was fairly good 
(92.86%). The web-based K-EDDS and the CIA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and general 
population, supporting discriminant validity.

Conclusions：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web-based K-EDDS is a valid tool for assisting diagnosis of eat-
ing disorders based on DSM-5 in clinical and research fields.

KEY WORDS :   Eating disorders ㆍ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EDDS) ㆍWeb-based Assessment ㆍ  

Reliability ㆍ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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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섭식장애는 장애군에 따라 최대 3.5%의 평생 유병률을 

보이며,1) 특히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2)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섭식장애에 대한 조기개입은 질환의 이환 기

간이나 심각도를 줄이고, 공병율과 입원율을 감소시킨다.3) 

그러나 섭식장애는 1차 의료환경에서 잘 인식되지 않는 경

향을 보여 진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4,5) 따라서 섭식장애를 

타당하게 진단하며 치료 계획 수립과 경과 추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섭식장애 진단척도 DSM-5 (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

ders-Fifth version, 이하 EDDS)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

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를 포함한 섭식장애 증상을 측정하고 

진단 내리기 위해 Stice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평가도구를 

DSM-5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http://www.ori.org/

sticemeasures).6) EDDS는 미국의 성인 및 청소년 여성을 대

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및 폭식 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민감도, 특이도

가 높게 나타났다.6) 진단 간 일치도 평가를 위해 면담 기반

의 진단검사와 준거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각 섭식장애 군

의 Kappa 값도 0.81~0.93으로 높게 나타났다. Bang 등7)이 

타당화한 한국어판 EDDS(K-EDDS)의 전체 내적 신뢰도

는 양호하였으며, K-EDDS가 국내 섭식장애 환자들을 대

상으로도 섭식장애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하고 유용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정신병리를 평가하고 경과를 추적하는 데 용이한 심리측

정방법으로 웹 기반의 평가가 있다.8) 특히, COVID-19로 인

해 비대면 상황에서의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웹 기반 평가도구가 임상현장에 더욱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진단적 심리검사의 웹 기반화는 지필 검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전산화로 인한 장점으

로, 웹 기반 설문지로 측정한 경우 자료가 컴퓨터상에 자동

으로 저장되어 지필 검사로 측정하는 방식보다 자료 수집과 

분석이 더 쉽다.9) 두 번째는 평가와 동시에 평가자에게 정보

가 전달되어, 환자와 평가자 간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지필 검사와 비교하여 웹 기반 

검사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환자가 언제 어디서

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곧바로 결과를 제

공함으로써 신속한 진단과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웹 기반 평가는 일부 불성실한 반응으로 인한 신뢰

성 문제와 검사 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워짐에 따른 자료의 

타당성 문제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응답 시 

화면 이동을 할 수 없는 등 절차상의 차이로 지필 검사와 웹 

기반 검사의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았다.10,11) 따라

서, 웹 기반 평가로 개발된 측정 도구가 지필 평가와 동등하

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웹 기반 K-EDDS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섭식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

을 대상으로 웹 기반 한국판 섭식장애 진단 척도와 대면 면

담을 통한 진단 결과를 비교하였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7

일까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

의 섭식장애 환자와 수도권 및 부산·경남 소재 대학의 대

학(원)생이다. 환자군은 내원 시 연구원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고 모집되었으며, 포함기준은 섭식장애로 진단받

은 사람들이며, 연구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인지기능장애 및 

신체적 쇠약이 있거나, 정신과적 약물에 의한 폭식이 유의

한 경우는 배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온·오프라인상에 

게재된 홍보 게시글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포함기준은 대학

생 혹은 대학원생이며, 인지기능장애 및 신체적 쇠약이 있

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

집하였다. 129명(환자 48명, 대학생 81명)의 모든 참가자는 

웹 기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필 검사인 Sick, Control, 

One, Fat, Food (SCOFF)12)가 2점 이상인 63명(환자 38명, 

대학생 25명)의 경우 섭식장애 진단평가 면담인 EDE를 추

가로 진행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19

명(환자 38명, 대학생 81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JE 2019-12-039-

001)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PAIK 

2020-01-008-001)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2. 평가도구

1)   한국판 DSM-5 섭식장애 진단척도(Korean version 

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K-EDDS)

Stice 등6)에 의해 개발된 EDDS를 Bang 등7)이 타당화한 

척도로, DSM-5에 근거하여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

http://www.ori.org/sticemeasures
http://www.ori.org/stice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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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증, 폭식 장애 등을 포함한 섭식장애 유형을 진단한다. 총 

23문항의 자기 보고형 평가도구로, 신체불만족, 폭식행동, 

폭식빈도, 보상행동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0점에

서 6점까지 7점 척도로 채점되는 문항, ‘예/아니오’의 이분

형 척도로 채점되는 문항 및 행동의 빈도를 표기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Bang 등7)의 연구에서 나타난 K-EDD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0.7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웹 플랫폼(http://www.eatin-

gresearch.kr/main.asp)을 구성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사용하였

다. 근사 진단을 산출하는 방식은 Stice13)가 제시한 알고리

즘을(http://www.ori.org/files/Static%20Page%20Files/

EDDSCode.pdf) 적용하였다.

2)   섭식장애 검사-자기 보고형(Eating Disorder 

Examination-Questionnaire, EDE-Q)

Fairburn과 Beglin14)에 의해 개발된 총 29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평가도구이다. EDE-Q는 섭식장애의 주요 병리를 

측정하는 식사제한, 식사관심, 체형관심, 체중관심의 4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지난 4주 간의 증상을 0

점에서 6점까지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Bang 

등7)의 연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2로 나

타났다.

3)   섭식장애 검사 17.0D (Eating Disorder Examination 

Interview edition 17.0D, EDE)

DSM-5 기준에 맞게 개정한 섭식장애와 관련된 병리를 평

가하는 면담 형식의 반구조화된 진단적 검사이다.15) EDE는 

식사제한, 식사관심, 체형관심, 체중관심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국내 선행연구의 EDE의 평정자 간 신뢰도는 식

사제한은 0.99, 식사관심은 1.0, 체형관심은 0.99, 체중관심

은 0.98이었으며,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3이

었다.16)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력의 

평가자들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평가자 훈련을 거친 후 평

정자 간 신뢰도는 0.94였으며, 하위요인인 식사제한은 0.97, 

식사관리는 0.91, 체중관심은 0.93, 체형관심은 0.95이었다.

4)   한국판 임상손상평가(Korean version of the Clinical 

Impairment Assessment Questionnaire, CIA)

Bohn 등17)이 개발한 총 16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평가도

구이다. CIA는 섭식장애와 관련된 임상적 손상을 측정하며, 

개인적, 사회적, 인지적 손상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해

당 도구는 지난 4주 동안(28일간)의 임상적 손상에 관련된 

문항에 대해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척도로 채점된다. Bang 

등7)에서 확인된 내적 신뢰도는 0.91이었다.

5) Sick, Control, One, Fat, Food (SCOFF)

Morgan 등12)에 의해 개발된 섭식장애에 관한 선별검사

이다. SCOFF는 구토 경험(S, Sick), 식이 조절 실패에 대한 

두려움(C, Control), 급격한 체중 감량(O, One), 뚱뚱하다는 

인식(F, Fat), 음식에 대한 집착(F, Food)과 같이 신경성 식

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핵심 특성을 보여주는 총 5문

항의 자기 보고형 도구로서, ‘예/아니오’로 채점된다. 

2. 연구 절차

연구대상자는 지필 검사인 SCOFF를 마친 후 태블릿을 

통한 온라인 설문 평가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평가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웹 플랫폼(http://www.eat-

ingresearch.kr/main.asp)에서 개인확인을 한 뒤, 정밀 평가

인 K-EDDS, EDE-Q, CIA를 순서대로 시행한다. 검사는 

한 화면에 한 가지 검사가 제시되며, 주어진 문항에 빠짐없

이 응답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Fig. 1). 참가자

의 진단결과에 대한 접근은 평가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온라인 설문을 마친 119명 중 SCOFF 점수가 2점 이상인 

63명에 한하여 EDE를 기반한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

문 및 면담을 모두 마친 63명 중 2주 간격의 재검사 요청에 

응답한 참가자 33명에게 웹 플랫폼에서 K-EDDS, EDE-Q

를 재실시했다. 이때, 웹 플랫폼에 입력된 연구대상자의 개

인정보는 플랫폼 내에 암호화된 자료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개개인에 해당하는 등록번호를 부

여함으로써 데이터를 익명화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5.0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웹 기반 K-EDDS의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렴 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해 EDE-Q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DE 면담과 진단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여 Kappa 계수(k)를 산출하였다. 판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정

을 실시하였다. 내적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진단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

해 검사와 2주 내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재검사 간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Kappa 계수를 산출하였다.

http://www.eatingresearch.kr/main.asp
http://www.eatingresearch.kr/main.asp
http://www.ori.org/files/Static%20Page%20Files/EDDSCode.pdf
http://www.ori.org/files/Static%20Page%20Files/EDDSCode.pdf
http://www.eatingresearch.kr/main.asp
http://www.eatingresearch.kr/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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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Screen of Web-
based K-EDDS.

결       과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5.32±6.71세였으며 그중 

여성은 101명(84.9%), 남성은 18명(15.1%)이었다. 진단 별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EDE-Q 점수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2. 타당도 검증

1) 구성 타당도 검증

웹 기반 K-EDDS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문항 4(지

난 3개월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양이라고 여길 만큼 먹었다

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는 객관적인 폭식의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문항이다. 그러나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고하는 주관적 폭식이 객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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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18) 폭식의 여부에 따른 

신경성 폭식증으로의 진단분류의 오류를 피하고자 분석에

서 제외되었다. KMO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0.91이었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p＜0.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6요인이 추출되어 전체 변량의 84.6%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EDDS의 일부 문항이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여 요인 수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행연구7,19,20)에서 적절하다고 제시된 4요인 모형으로 

재조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총 3개 문항으로 ‘신체 불만

족’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총 7개 문항으로 ‘폭식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폭식빈도를 묻는 문항 6 (지난 3개월

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음식을 먹은 적이 평균 한 달에 몇 

번 있었나요?)은 보상행동과 관련된 내용인 문항 13 (스스

로 구토한 적이 1주일에 평균 몇 번인가요?)과 3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수검자들이 폭식-구토 삽화를 보이는 

양상으로 인해 동일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라서 문항 6을 ‘폭식빈도’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13~16을 ‘보상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에 요인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9)

ED Non ED
AN (n=17) BN (n=39) Residual* (n=7) Non ED (n=56)

Age (years) 23.29 (4.24) 24.64 (6.67) 23.43 (7.55) 23.50 (5.01)

Height (cm) 163.69 (6.01) 160.89 (6.45) 163.54 (6.09) 165.65 (8.09)

Weight (kg) 43.71 (7.33) 54.20 (9.71) 66.99 (1.96) 62.29 (14.30)

BMI 16.27 (2.26) 20.97 (3.78) 25.04 (1.14) 22.56 (4.25)

EDE-Q
Global score 4.32 (1.12) 4.04 (1.16) 3.55 (1.14) 1.47 (1.27)

Restraint 4.47 (1.47) 3.66 (1.61) 3.23 (2.09) 1.29 (1.27)

Eating concern 4.20 (1.27) 3.64 (1.49) 2.06 (1.61) 0.74 (1.08)

Weight concern 4.30 (1.25) 4.46 (1.21) 4.50 (1.17) 1.92 (1.57)

Shape concern 4.30 (1.10) 4.14 (1.17) 3.83 (1.30) 1.68 (1.46)

Data are shown as mean (standard deviation). * : Binge Eating Disorder and Other Specified or Unspecified Feeding and Eating 
Disorder. ED : Eating Disorder, AN : Anorexia Nervosa, BN : Bulimia Nervosa, BMI : Body Mass Index, EDE-Q : Korean version of Eat-
ing Disorder Examination-Questionnaire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es of Web-based K-EDDS (n=119) and Spanish-language version EDDS 

item
Web-based K-EDDS

item
Spanish-language version EDDS19)

1 2 3 4 5 6 1 2 3 4

  1 0.871   1 0.773
  2 0.724   2 0.846
  3 0.689   3 0.885

  4 0.851
  4   5 0.814
  5 0.841   6 0.535
  6 0.855   7 -0.846

  8 -0.881
  7 0.646   9 0.701
  8 0.728 10 0.812
  9 0.718 11 0.783
10 0.808 12
11 0.729 13 0.633
12 0.843 14 0.635
13 0.928 15 0.786
14 0.929 16 0.814
15 0.919 17 0.613
16 0.955 18 0.428

K-EDDS :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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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비교 자료로 DSM-Ⅳ판 EDDS

를 기반으로 타당화를 진행하였던 Silva 등19)의 요인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2) 수렴 타당도 검증

웹 기반 K-EDD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EDE-Q

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Table 3). K-EDDS와 EDE-Q의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59, p＜ 

0.01). 각 하위요인과의 상관은 신체 불만족과 폭식 행동의 경

우 체형 관심(r=0.88 ; r=0.83, p＜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폭

식빈도, 보상행동의 경우 식사 관심(r=0.68 ; r=0.67, p＜0.01)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3) 진단 일치도 검증

웹 기반 K-EDDS를 통해 내린 진단과 EDE 면담에 기반

한 진단과의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총 63명 중 61명의 진

단이 일치하였고(96.83%), Kappa 계수는 0.94이었다(Table 

4). 구체적으로는 총 62명 중 17명이 ‘신경성 식욕부진증’, 

37명이 ‘신경성 폭식증’, 4명이 ‘폭식 장애’, 3명이 ‘달리 명

시된 급식 및 섭식장애’로 분류되었다. 진단이 일치하지 않

는 2명의 경우 EDE 면담에서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되었

으나, 웹 기반 K-EDDS에서 1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다

른 1명은 ‘증상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4) 판별 타당도 검증

웹 기반 K-EDDS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섭식

장애군과 섭식장애가 없는 군의 웹 기반 K-EDDS 평균점

수를 비교하였다(Table 5). 해당 도구가 섭식장애의 진단을 

위한 도구임을 고려할 때,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독

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웹 기반 K-EDDS는 

총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t=12.81, p＜0.001). 하

위요인인 신체 불만족(t=9.08, p＜0.001), 폭식 행동(t=13.16, 

p＜0.001), 폭식빈도(t=7.86, p＜0.001), 보상행동(t=7.98, p＜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Web-based K-EDDS and EDE-Q (n=119)

Web-based K-EDDS
EDE-Q

Global Restraint Eating concern Shape concern Weight concern

Total 0.59† 0.75† 0.85† 0.82† 0.84†

Body dissatisfaction 0.67† 0.75† 0.72† 0.82† 0.88†

Binge behavior 0.53† 0.68† 0.85† 0.80† 0.83†

Binge frequency 0.28* 0.47† 0.68† 0.50† 0.55†

Compensatory behavior 0.42† 0.58† 0.67† 0.58† 0.60†

* : p＜0.05, †: p＜p<0.01. EDE-Q : Korean version of Eating Disorder Examination-Questionnaire, K-EDDS :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Table 4. Diagnoses of eating disorders based on DSM-5, assigned by the clinical interview and Web-based K-EDDS (n=63)

Clinician diagnosis assigned (EDE)
Web-based K-EDDS diagnosis assigned

No FED AN BN BED OSFED

No FED      
AN  17    
BN 1   1 37   
BED    4  
OSFED     3

EDE : Eating Disorder Examination Interview, K-EDDS :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FED : Feeding and 
Eating Eisorder, AN : Anorexia Nervosa, BN : Bulimia Nervosa, BED : Binge Eating Disorder, OSFED : Other Specified or Unspecified 
Feeding and Eating Disorder

Table 5. Comparisons of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and par-
ticipants without eating disorders (n=119)

ED (n=63)
Non ED 
(n=56)

t (df=117)

Web-based K-EDDS, total 2.22 (0.74) 0.70 (0.55) 12.59*
Body dissatisfaction 4.97 (0.94) 2.59 (1.83) 8.77*
Binge behavior 0.88 (0.21) 0.25 (0.31) 12.87*
Binge frequency 4.25 (3.70) 0.31 (0.66) 8.31*
Compensatory behavior 2.33 (1.84) 0.30 (0.52) 8.39*

CIA, total 1.88 (0.82) 0.37 (0.61) 11.47*
Personal impairment 2.13 (7.56) 0.52 (0.71) 11.98*
Cognitive impairment 1.65 (0.96) 0.23 (0.53) 10.14*
Social impairment 1.73 (1.03) 0.30 (0.64) 9.24*

Data are shown as mean (standard deviation). * : p＜0.001.  
ED : Eating Disorder, K-EDDS :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
order Diagnostic Scale, CIA : Clinical Impairment Assessment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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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에서도 정상군과 환자군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환

자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CIA에서 총점과(t=11.27, p＜0.001) 하위요인인 개

인적 손상(t=11.98, p＜0.001), 인지적 손상(t=10.14, p＜ 

0.001), 사회적 손상(t=9.24, p＜0.001)이 정상군보다 환자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2. 신뢰도 검증

1) 내적 신뢰도 검증

K-EDDS의 척도 구성은 5점 척도와 이분형 척도로 구성

되어 있어 표준화된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원척도에

서도 표준화된 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2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내적 신뢰도는 

0.93이었다.

2) 검사-재검사 진단 일치도

웹 기반 K-EDDS의 검사-재검사 진단 일치도를 확인하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진단으로 진단되는 

수가 적어 주요 진단인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에 대한 진단 값만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검사 

요청에 응한 참가자 33명 중 28명을 대상으로 진단 일치도

와 Kappa 계수를 확인하였다. 28명 중 26명이 진단이 일치

하였으며(92.86%), Kappa 계수는 0.87이었다. 진단이 일치

하지 않은 2명 중 1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신경성 폭

식증’으로 진단이 변화하였고, 1명은 ‘폭식 장애’에서 ‘신경

성 폭식증’으로 변화하였다(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환자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따라 

진단함으로써 임상의의 진단을 도와주는 웹 기반 섭식장애 

진단 도구인 K-EDDS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웹 기반 K-EDDS는 임상의의 섭식

장애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타당한 측정 도구임

이 확인되었다.

웹 기반 K-EDDS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

하게 ‘신체불만족’, ‘폭식행동’, ‘폭식빈도’, ‘보상행동’의 4요

인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다.7,19,20) 4요인에 근거하여 Cron-

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전체 내적 신뢰도는 0.93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웹 기반 K-EDDS는 섭식장애를 평가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웹 기반 K-

EDD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EDE-Q와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웹 기반 K-EDDS과 EDE-Q의 종합 

점수 및 하위요인 간 상관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다.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환자군과 정상군의 평균점수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웹 기

반 K-EDDS를 통해 측정된 섭식장애 관련 증상에 더 큰 문

제를 보였으며, CIA 상의 이차적인 기능 손상도 더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 기반 K-EDDS가 향후 임상 장면

에서 환자를 변별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웹 기반 K-EDDS의 검사-재검사 진단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28명 중 26명이 일치하였다(92.86%). 재검사에 응한 

이들은 모두 외래진료로 내원한 환자군으로, 재검사기간 동

안 치료를 진행하였기에 진단이 일치하지 않은 2명의 경우 

측정 시기에 따라 진단 값의 변화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또

한, 웹 기반 K-EDDS의 진단 알고리즘을 웹에서 구현하여 

내린 진단과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EDE를 이용해 내린 

진단 간의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63명 중 61명이 일치하였

다(96.93%).

EDE와 웹 기반 K-EDDS의 진단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

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EDE에서 ‘신경성 폭식증’으로 분류된 사람이 웹 기반 

K-EDDS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었

다. 이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저체중 절

단점(BMI=18.5)에 따른 차이 문제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연령별 BMI 백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단점이 더 

낮다(만 18세 기준, BMI=18.2). 해당 환자는 만 18세에 BMI

는 18.32로, 청소년 대상 절단점이 적용되는 EDE 면담에서의 

기준과 표준 절단점을 사용하는 K-EDD의 기준 사이에 위치

해 상이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웹 기반 K-EDDS는 

성인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EDE에서 ‘신경성 폭식증’으로 분류된 사람이 웹 

기반 K-EDDS에서 ‘진단 없음’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다. 

Table 6. Diagnoses of test-retest eating disorders based on Web-
based K-EDDS (n=28)

Web-based K-EDDS 
at first time

Web-based K-EDDS at second time
AN BN BED

AN 10   1 - 
BN - 15 - 
BED -   1 1

AN : Anorexia Nervosa, BN : Bulimia Nervosa, BED : Binge Eat-
ing Disorder, K-EDDS :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order Di-
agnostic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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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평가에 있어서 체형 및 체중의 중요성에 대한 진

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웹 기반 K-EDDS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체중이나 체형에 영향

을 받나요?’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체중과 체형을 함께 묻고, 

이 항목에 보통(3점)보다 초과하여 응답할 시 진단하지만, 

EDE는 체중과 체형을 각각 평가해 두 가지 항목 중 하나에 

보통(3점)보다 초과하여 응답할 시 진단한다. 해당 환자는 

체중은 자기평가에 중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체형은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보고하여 EDE에서는 진단되고 웹 기반 K-

EDDS에서는 진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웹 기반 K-

EDDS에서 체중과 체형에 대한 항목이 보통으로 보고되었

을 시, 다른 항목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려야 이런 오류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모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섭식장애가 여성에게

서 흔하고,1,22) 모집 방법의 특성상 섭식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우선하여 모집되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K-

EDDS가 표준화된 면담 도구인 EDE와 진단 일치도가 높

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필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웹 기반 K-EDDS를 개발 및 

타당화함으로써 섭식장애 진단에 소요되는 시공간적 제한

을 극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면 면담

과 비교하여 자기 보고형 응답의 객관성을 검증하였으며, 검

사-재검사 진단 일치도를 확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

정성을 검증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웹 기반 

진단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섭식장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

고, 진단결과 보고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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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섭식장애 진단척도 DSM-5 (Korean version Eating Disorder Diagnostic Scale, 

K-EDDS)를 웹 기반 진단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있다.

방  법

본 연구는 섭식장애 환자(38명)와 대학생(81명)을 포함하여 총 119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지필 섭

식장애 스크리닝 검사인 Sick, Control, One, Fat, Food (SCOFF) 후 별도의 사이트에서 웹 기반 K-EDDS, 섭

식장애검사(Eating Disorder Examination-Questionnaire, EDE-Q), 임상손상평가(Clinical Impairment As-

sessment Questionnaire, CIA)를 작성했다. SCOFF 점수가 2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EDE (Eating Disor-

der Examination Interview) 면담을 진행하였다. 검사 후 2주 이내에 웹 기반 K-EDDS, EDE-Q, CIA를 재실

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신체불만족, 폭식행동, 폭식빈도, 보상행동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어 총 분산의 

82.4%를 설명하였다. 웹 기반 K-EDDS의 4개 하위요인은 EDE-Q의 4개 하위요인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우수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Cronbach’s alpha=0.93). 웹 기반 K-EDDS와 EDE의 진단 일치도는 

96.83%, 웹 기반 K-EDDS의 검사-재검사 진단 일치도는 92.86%로 우수하였다. 웹 기반 K-EDDS와 CIA에서 

환자군과 정상군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 척도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웹 기반 K-EDDS는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DSM-5를 기반으로 한 섭식장애 진단에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중심 단어：섭식장애·섭식장애진단척도·웹 기반 평가·신뢰도·타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