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심리학석사 학위논문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김  지  철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석  만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학 전공

김  지  철

김지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 문 초 록

심리적 경직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상황적 맥락에 맞춰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정신 병리의 핵심기제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을 신

체변형장애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상정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Ⅰ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 정도를 측정하

는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신체상과 관련된 고

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변경하

려는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IPIS)를 번안하고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총 329명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요인구

조는 원척도의 단일 요인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척도

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모 수용 척도, 신체상 대처전략 척도

와 같이 기존의 유사 척도 및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들과 유의미한 상관

을 보였으며,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보다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더 잘

예측하여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 Ⅱ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및 신체변형장

애의 관계에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총 278

명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체변

형장애의 심리적 취약요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

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완

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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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번안 및 타당화하고 심리측정적 특성과 역할을 탐색함

으로써, 추후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체

변형장애와 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

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신체변형장애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신체변형장애

학 번 : 2017-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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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이다.

La beauté n’est que la promesse du bonheur.

–Stendhal-

현대 사회는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가 팽배해 있다. 외

모지상주의란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하는 수단이 된다고 믿

어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풍조를 의미한다(엄묘섭, 2008). 국내

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갤럽, 2015)에 따르면, 응답자 1500명 중 86%가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5% 이상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한 성형수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치 아름다운 외모가 행복을 위한

유일한 약속인 것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

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심리학 분야에서는 신체상(body image)을 중

심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 영역에서 외모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다. 신체상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적인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으로서, 개인의 신념, 성격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견해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Luckmann & Sorensen, 1974). 신체상은 자신

의 신체에 대한 복잡한 사고 패턴, 태도, 정서, 행동들을 포함하는데, 이

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ash & Smolak, 2011). 신체상 곤란(body image

difficulties)은 신체상 불만족(body image dissatisfaction)에서부터 신체

상 장해(body image disturbance)에 이르는 차원적 개념이며, 그 극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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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BDD)가 존재한다

(Callaghan, Sandoz, Darrow, & Feeney, 2015; Cash, 2004).

이와 같은 신체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대처하는 전략은 다

양하다. 그 중 신체상 고통(body image distress)을 유발하는 자극을 회

피하거나 자극으로부터 도망가는 전략들이 가장 흔하다(Callaghan,

Duenas, Nadeau, Darrow, Van der Merwe, & Misko, 2012).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은 지각된 신체적 결점을 감추려

고 하거나 반복적으로 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도감을 얻으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회피 전략은 신체상과 관련된 고통으로부터 일시

적인 위안을 제공해주지만, 단기적인 안도감은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

을 희생하면서 회피 행동을 유지 및 지속시킬 수 있다(Cash, Santos, &

Williams, 2005).

이러한 회피적인 대처 패턴은 심리적 경직성(psychological

inflexi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심리적 경직성이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유용성에 따라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Hayes & Strosahl, 2004). 즉, 심리적 경직성은 개인적 가치에 전

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목록의 편협성

과 경직성을 의미한다(Bond, Hayes, Baer, Carpenter, Guenole, Orcutt

et al., 2011; Hayes, Strosahl, & Wilson, 2011). 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심리적 경직성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 병리뿐만 아니라 신체변형장애와도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Bond et al., 2011; Callaghan,

Sandoz, Darrow, & Feeney, 2015; Curtiss & Klemanski, 2014; Miron,

Sherrill, & Orcutt, 2015).

신체변형장애란 타인이 알아볼 수 없거나 미미한 정도인 자신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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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장애를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변형장애의 유병률은 2.4%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Koran, Abujaoude, Large & Serpe, 2008).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 신체의 한 부분 이상을 염려하는 사람의 비율이 62%까

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sch, 2007). 이는 장애 진단의 수준까

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 특히 대학생과 같은 젊은 연령대의 사

람들이 신체변형장애의 증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신체변형장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이다. 신체변형장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적 접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와 관련이 있는 여러 심리적 변인들을 탐색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변형장애와 관련이 있는 심리

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신체변형장애 증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

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의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신체변형장애의 특징

신체변형장애는 가상의 또는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외모의 결함에 대

한 과도한 집착,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영역 또

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경험하게 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신체변형장애는 자신

의 외모에서 지각된 결함을 염려하는 침투적인 사고와 함께 남들에게 자

신의 신체 일부가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 혐오감, 수치심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주요한 특징으로 보인다(Veale & Neziroglu,

2010). 이러한 내적인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외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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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확인하고 감추려 노력하며 개선하고자 의례적인 행동을 보인다

(Phillips, Gunderson, Mallya, McElroy, & Carter, 1998). 외모 결함에

대한 집착은 침투적이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며 시간 소모적일뿐

만 아니라 거부하거나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롭게 개정된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에서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범주로 분류하

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hillips, 1998).

DSM-5에 따르면 신체변형장애의 시점 유병률은 약 2.4%로 기술하고

있다. 일반 인구 집단에서 추산된 유병률은 1.7%에서 2.4%로 나타났다

(Buhlmann, Glaesmer, Mewes, Fama, Wilhelm, Brähler, & Rief, 2010;

Koran et al., 2008). 한편 여러 연구들에서 유병률이 연구 표본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2%의 유병

률을 보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4.8∼

28%의 유병률을 보였다(Biby, 1998; Bohne, Wilhelm, Keuthen, Florin,

Baer, & Jenike, 2002; Cansever, Uzun, Dönmez, & Özşahin, 2003;

Fitts, Gibson, Redding, & Deiter, 1989; Mayville, Katz, Gipson, &

Cabral, 1999).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신체변형장애의 진단기준 A와 B를 충족하는 대상의 비율이 약 3%

정도로 나타났다(김지욱 등, 2007).

신체변형장애로 인한 심리사회적 손상 수준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다. 신체변형장애는 낮은 삶의 질과 관련되며(Phillips, 2000), 신체적 기

형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의 회피와 같은 사회적 기능 손상

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Rabinowitz, Neziroglu, & Roberts,

2007). 또한, 신체변형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

비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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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신체변형장애는 주요우울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성격장애와

의 높은 공병률을 보인다(Gunstad & Phillips, 2003; Phillips &

McElroy, 2000; Phillips, Menard, Fay, & Weisberg, 2005).

위와 같이 신체변형장애의 유병률과 그로 인한 손상 수준은 다른 장애

와 견주어도 결코 낮지 않음에도 신체변형장애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상

황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변형장애가 과소평가 및 과소 진단되고 있

으며, 장애에 적합한 치료를 위한 연구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Pavan,

Simonato, Marini, Mazzoleni, Pavan, & Vindigni, 2008). Phillips(2009)

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체변형장애가 주목받지 못해온 이유를 설

명하였다. 우선, 신체변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 결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를 말하기 꺼려한다. 또한, 신체변형장애 환자들은 그들의 증상을 대수

롭지 않게 여기고 전문가들에게조차 생소하게 여겨진다. 그들은 신체변

형장애 증상보다는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우울, 사회불안, 관계 문제 등으

로 인한 고통을 주로 호소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찾기 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 등을 더 추구한다.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경도의 신체변형장애 환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Phillips, 2009). 또한, 상

기 서술하였듯 신체변형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된

다(Pavan et al., 2008).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보이는 준임상군은 신체변

형장애 집단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핵심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준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신체변형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ltamura, Paluello, Mundo, Medda, & Mannu,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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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변형장애의 이론적 모델

신체변형장애를 포함한 신체상 장해의 발달 및 유지 과정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여러 이론적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신체변형장

애에 대한 인지행동 모델(cognitive behavioral model)은 Beck(1976)의

인지 특수성 모델(cognitive specificity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

리적 고통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극에 대한 부

적응적인 해석으로부터 야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신체상에 적용시켜 Cash와 Pruzinsky(2002)는 전

반적인 신체상 장해를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과정인 신체상 투자

(investment)와 부정적인 평가(evaluation)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신체

상에 대한 인지적 요소인 신체상 투자와 평가가 신체상과 관련된 행동이

나 정서에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체상 투자와 평가 같은 신체상에

대한 태도는 문화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관

계 경험과 성격 특성 등에 의해 형성하게 된다(Cash, 2002; Cash, 2011).

한편 Wilhelm(2006)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따르면, 신체변형장애는 다

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외모와 관련하여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이전 경험 그리고 완벽주의

를 비롯한 성격 특성이 신체변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체변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높은 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으로 인해 미적으로 높은 기준을 지닌다(Veale, Ennis, &

Lambrou, 2002). 그들은 자신의 외모 중 세부적인 부분에 과도하게 주의

를 기울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소한 결함이나 지각된 외모 결함에

대해 과장되게 반응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을 과

도하게 높이 평가하는 역기능적인 신념(예,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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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복할 수 없다”)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각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불안, 수치심, 슬픔

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도한 확인이나 회피 행동과 같은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이

는 부적 강화로 작용하여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발전 또는 유지시킨다고

설명한다(Cash & Pruzinsky, 2002; Cash, Santos, & Williams, 2005).

완벽주의와 신체변형장애

연구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완벽주의는 학자에 따

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Flett & Hewitt, 2002). Frost와 그의 동료들

(1990)은 완벽주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을 가혹하

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bsessive Compulsive Working

Group(1997)은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성”

이라고 정의하였다. 1990년대부터 경험적인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완벽주

의를 단일 구성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Frost et al., 1990; Flett & Hewitt, 2002). 또한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ams, & Winkworth, 2000; Rice,

Ashby, & Slaney, 1998). 그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란 지나치게 높은 기

준 충족에 대한 경직된 열망, 비판적인 자기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

으로 흔히 주장되고 있다(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Ellis,

2002; 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여러 정신장애에서 범진단적 취약 요인으로 밝혀

져 왔다. 예를 들어 우울 증상, 섭식 장애, 강박장애, 사회불안장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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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에서 완벽주의가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Ashbaugh, Antony, Liss, Summerfeldt, McCabe, & Swinson, 2007;

Enns & Cox, 1999; Frost & Steketee, 1997; Halmi, Tozzi, Thornton,

Crow, Fichter, Kaplan et al., 2005). 한편 신체변형장애를 설명하는 인

지행동 모델에서도 완벽주의가 신체변형장애의 취약요인 중 하나라고 주

장한다(Veale, 2004; Wilhelm, 2006). Wilhelm(2006)에 따르면, 신체변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남들보다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고 완벽주의적 사

고와 같은 신체적 매력에 대해 부적응적인 신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사소한 결함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그들의 불완전함을 견딜

수 없을 때 부정적인 정서와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에 따르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실제 자신의 모습

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게 될 때 부정적인 정서나 심리

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신체변형장애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유의미한 불

일치가 보고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준다(Veale,

Kinderman, Riley, & Lambrou, 2003).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신체변형장애 환자들이 “나의 외모는 완벽해

야 한다”와 같은 신념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변형장애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높았다

(Buhlmann, Etcoff, & Wilhelm, 2008; Schieber, Kollei, de Zwaan,

Müller, & Martin, 2013; Veale, Boocock, Gournay, Dryden, Shah,

Willson et al., 1996).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신체 변형에 대한 염려(dysmorphic concerns)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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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Bartsch, 2007).

외모 도구성과 신체변형장애

여러 연구들에서 외모가 배우자 선택과정, 개인의 능력 평가, 직업 활

동 등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밝혀져 왔다(Haas & Gregory,

2005; Mulford, Orbell, Shatto & Stockard, 1998; Sarwer, Magee &

Clark, 2004). 이와 같이 외모가 사회적 영역인 연인관계, 사회적 성취,

대인관계 차원에서 갖는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믿음을 외모

도구성(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이라고 한다(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 외모

가 유용하다는 일련의 경험들이 외모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ash(2004)는 문화사회화, 대인관계 경험,

신체적 및 성격적 특성들이 외모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도록 만든

다고 설명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변형장애를 지닌 사람은 외모에 대해 과도한 중

요성을 부여하며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Buhlmann et al., 2008; Lambrou, Veale, & Wilson, 2011; Phillips,

Pinto, & Jain, 2004). 외모에 대한 과도한 중요성 부여는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외모를 수정하거나 외모에 대한 걱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만든다(Neziroglu, Khemlani-Patel, & Veale, 2008; Veale,

2004; Wilhelm, 2006).

그러나 신체변형장애 연구에서 외모 도구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체로

외모가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특히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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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성 신념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외모 관리행동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미숙, 2013). 또한 외모 도구성은 신체 감시성과 정적 상관

이 있었다(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이와 관련하여 외모 도구성이

자기 대상화를 매개로 하여 신체변형장애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윤혜민, 2017).

종합해보면 외모 도구성 신념이 강할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외모의 영

향력을 크게 지각하여 외모가 주는 유용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외모 점검 행동이나 외모를 개

선하려는 높은 동기를 가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심리적 경직성과 신체변형장애

인지치료의 제3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는 인생에서 심리적 고통이란 매

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정상적이라고 가정한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따라서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내적인 통제 전략들을

사용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기존의 인지 행동적 입장에서 인지적 과정이나 사고의 내

용에 초점을 둔 것과는 상반되게 ACT에서는 정서나 인지과정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수용이라는 맥락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Strosahl, Hayes, Bergan, & Romano, 1998). 또한, ACT에서는 정신 병

리들이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질없는 노력과 관련 있다

고 가정하였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이렇

듯 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 개인 내적 경험에 접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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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태나 빈도,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와 노력을 경험 회피

(experiential avoidance)라고 정의한다(Hayes & Wilson, 1994;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수용과 경험회피를 포괄하는 개념인 심리적 경직성은 ACT 모델에서

정신 병리를 일으키는 핵심 기제이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심리적 경직성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이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 효과적으로 행동을 조율할 수 없는 심리적 반응

의 경직성을 의미한다(Bond et al., 2011). 이는 원치 않는 불편한 사고,

감정 및 신체적 감각 등이 있을 때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부합되

게 효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Hayes et al., 1999).

ACT 모델에서 심리적 경직성은 개인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정신 병리

를 일으키는 주요 기제로 여겨져 왔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적 경직성이 역기능적인 인지와 부정적인

행동 및 정서적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주장(Kashdan et al.,

2006)과 함께,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심리적 경직성이 완벽주의의 부

적응적인 차원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섭식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 병리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Crosby, Bates, & Twohig, 2011; Curtiss & Klemanski, 2014;

Kashdan, Morina, & Priebe, 2009; Lillis, Hayes, & Levin, 2011).

한편, 신체변형장애에서 외모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대처 전

략으로써 주로 사용되는 회피 전략은 ACT에서 강조하는 경험 회피로

설명될 수 있다. 신체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이나 인지적 내용을 강조하

는 인지적 모델과 달리, ACT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여 신체상 장해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Pearson, Follette, & Hay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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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변형장애와 심리적 경직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서 정서 표현의 어려움과 경험 회피가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심각성을 예

측한다는 연구 결과(Callaghan et al., 2012)와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이 신체변형장애를 보다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Callaghan et al., 2015). 또한,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한 치료적 개입

이 고통스러운 정서와 관련된 정신 장애의 증상 완화에 효과를 보였으며

(Eifert & Heffner, 2003; Levitt, Brown, Orsillo, & Barlow, 2004), 최근

에는 기존의 노출 및 반응 방지법(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ERP)에 수용전념치료를 도입하여 신체변형장애 증상이 감소되었음을 보

고한 연구도 존재한다(Linde, Rück, Bjureberg, Ivanov, Djurfeldt, &

Ramnerö, 2015).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위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과 이론들을 종합하면,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인 특성과 외모 도구성 신념은 개인에게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개선하

고자 하는 데 있어 비교 기준과 행동 동기를 제공하여 신체변형장애 증

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견딜 수 없을 때 더 부정적인 감정

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Wilhelm, 2006). 특히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Slade & Owens, 1998). 이는 지금-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을 외

면하고 현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 힘들게 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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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불완전함과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행동할 것

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 심리적 경

직성과의 관련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신념과 신체변형장

애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체변형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Lambrou, Veale & Wilson,

2011).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연인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외모

도구성 신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확인하며, 외모의 결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외모 도구성 신념

과 경험적 회피 혹은 심리적 경직성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

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외모 도구성 신념과 유사한 개념인 외모

관련 신념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역기능적인 신념과 경험

회피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보고되었다(Blakey, Reuman, Buchholz, &

Abramowitz, 2017; Hartmann, Thomas, Greenberg, Rosenfield, &

Wilhelm, 2015). 따라서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관

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

성이 매개하는 경험적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국내

에서는 체형이나 체중에 국한되지 않은 신체 전반의 신체상과 관련된 심

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

를 확보하고자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Body Image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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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exibility Scale: BIPIS)의 한국판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IPI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변형

장애의 발달 과정에서 취약 요인으로 알려진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부적

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에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외모 관련 신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신체변형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신체변형장애의 예

방과 치료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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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Ⅰ. 한국판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의

타당화

수용전념치료에서는 정신 건강의 핵심 지표로써 심리적 유연성

(psychological flexibility)을 강조한다(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심리적 유연성이란 어떠한 순간에 드는 생각, 느낌, 그리고

신체적 반응과 같은 개인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유지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Hayes et al., 2006). 심리적 유연성은 수용뿐만 아니라 인지 탈융합, 현

재 순간 느끼기, 마음챙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등의 개념을 포괄하며 이

와 대조되는 개념을 심리적 경직성이라고 한다(Hayes et al., 2006).

이러한 심리적 유연성 혹은 경직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이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이다(Hayes et al., 2004). 이 척도는 수용전념치료와 관련된 수많

은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척도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AAQ-Ⅱ 문항 중 하

나인 "나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다(I’m afraid of my feelings)"와

같이 다양한 감정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감정으로 명명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울, 불안, 공포, 외로움 등 여러 감정들을 잘 포착하지 못

한다. 사람에 따라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적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성은 실제 임상 연구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체

변형장애를 가진 개인은 오염이나 질병에 대한 불안의 수용에는 어려움

이 없지만, 스스로 결함이 있다고 지각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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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불안을 수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상 특유(complaint-specific)의

측정도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김기환, 권석만, 2013). 대

표적인 증상 특유의 수용 행동 질문지에는 흡연, 당뇨병, 만성통증, 사회

불안 등과 관련된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Gifford, Kohlenberg, Hayes,

Antonuccio, Piasecki, Rasmussen-Hall, & Palm, 2004; Gregg, Callahan,

Hayer, & Glenn-Lawson, 2007; MacKenzie & Kocovski, 2010;

McCracken, Vowles, & Eccleston, 2004).

한편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Sandoz,

Wilson, Merwin와 Kellum(2013)은 신체상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

어 신체상 수용 행동 질문지(Body Imag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BI-AAQ)를 개발하였다. BI-AAQ는 자신의 신체와 관련

된 불편한 생각이나 기분과 같은 내적 경험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능력인 신체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Piran,

2015). 그러나 BI-AAQ 척도는 체중과 체형에 관련된 경험을 묻고 있다

는 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신체 부위(예: 피부, 얼굴, 머릿결)에 과도하

게 집착하는 신체변형장애의 증상에는 적합하지 않다(Callaghan et al.,

2015).

이에 Callaghan과 그의 동료들(2015)은 기존에 체중과 체형에 대한 심

리적 수용을 측정하는 BI-AAQ와 ACT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외모 관

련 경험에서의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

도(BIPIS)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 구조로 내적 합치도가 .93

로 높게 보고되었으며,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과 외모 수용 정도를 측

정하는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신체변형장애를

AAQ보다 더 잘 예측하였다(Callagh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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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체중과 체형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 Ⅰ에서는 신체상의 수용 정도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타

당한 도구를 확보하고자 BIPIS의 번안 및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전문가

들의 검토를 거쳐 BIPI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척도의 요인구조를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함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과 더불어 관련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BIPIS의 심리

측정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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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연구 Ⅰ의 참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

생과 학내 포털 사이트에서 모집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329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23.82세(표준편차=4.03)였다. 응답

자의 성별은 남성이 172명(52.3%), 여성이 157명(47.7%)이었다. 그 중 검

사-재검사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61명을 대상으로 3주일 간격으로 한국

판 BIPIS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무선으로 표본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표본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1은 129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남자는 72명(55.8%), 여자는 57명(44.2%)이었

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72세(표준편차=4.01)로 나타났다. 표본 2는

2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녀가 각각 1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89세(표준편차=4.06)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IRB No. 1805/001-019).

측정도구

한국판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IPIS). Callaghan와 그의 동료들(2015)이 신체상

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질문지이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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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항상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원저자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93로 보고되었다(Callagha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용 행동 질문지-Ⅱ(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 Bond 등(2011)이 심리적 경직성 및 경험 회피의 수준을 측정

하고자 개발한 질문지이다. 허재홍 등(2009)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도

록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점(항상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허재홍 등(2009)의 문항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문항이 제외되

어 8문항이 채점에 포함되었으며 내적합치도 계수는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계수가 .82로 나타났다.

외모수용 척도(Appearance Appreciation Scale: AAS). Avalos,

Tylka와 Wood-Barcalow(2005)이 개발한 신체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측

정하는 신체수용 척도(Body Appreciation Scale: BAS)를 이민주와 손은

정(2015)이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외모수용 척도이다. 외

모수용 척도는 총 29개의 문항으로, 개인 내적 외모수용, 사회적 상황에

서의 외모수용, 외모수용 행동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수용을 묻는 외모수용 행동 하위 척도를

제외한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외모수용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

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이민주와 손은정(2015)의 연구

에서 척도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고, 개인 내적 외모수용은

.96,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은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



- 20 -

치도는 개인 내적 외모수용은 .94이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은 .87로 나타났다.

한국판 신체상 대처전략 척도(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Coping Strategy Inventory: K-BICSI). Cash 등(2005)이 개발한 신

체상 대처전략 척도를 곽수민와 이장한(2007)이 번안하였다. 신체상 위

협상황에서 대처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26문항,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외모수정, 회피, 그리고

이성적 수용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곽수민과 이장한(2007)

의 연구에서 척도 전체 내적합치도는 .65이었고,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는 외모수정 하위요인은 .81, 회피 하위요인은 .75, 이성적 수용 하위요인

은 .64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 하위요인 별로 .78, .60, .64

로 나타났다.

Marlowe-Crowne 사회적 정향성 척도(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Marlowe와 Crowne(1960)가 대학생 집단을 대상

으로 자신을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설현수, 김성은과 김동민

(2005)이 번안하였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응

답한다. 설현수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3이었다. 본 연구에

서 내적합치도는 .61로 나타났다.

한국판 신체변형장애 자가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K-BDDE-SR).

Rosen와 Reiter(1996)가 개발한 신체변형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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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로 김정란, 지익성와 신석철(1999)에 의해 번안된 한국형 BDDE-SR

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신

체를 32개 부위로 나누어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부위 5개를 골라 가장 만

족하지 못하는 신체부위부터 순서를 매기고 그 이유를 쓰는 것이다. 2장

은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부위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도하거

나 시도하기 원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다. 3장은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만

족하지 못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묻는 30문항으로

16번의 a, b문항을 제외한 각 문항은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변형장애

의 증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며 신체변형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절단점

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1장과 3장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

다. 국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한 연구(이혜진 등,

2009)에서 3장의 요인분석 결과 신체 점검과 변장 행동, 외모에 대한 과

도한 중요성, 회피 행동, 외모 결점에 대한 과도한 몰두 총 4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 별 내적합치

도는 .83, .90, .83, .6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으

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77, .89, .86, .70으로 나타났다.

절차

연구 Ⅰ의 한국판 BIPIS의 번안 및 타당화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

었다. 첫 번째 단계는 원 척도의 문항 내용을 번안하는 단계이다. 두 번

째 단계는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단계이

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판 BIPI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단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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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문항번안

먼저 BIPIS의 주 개발자인 Glenn M. Callaghan로부터 한국판의 번안

및 타당화 허가를 받아, 원 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임

상심리 전문가 5명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문항들을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석사 과정 중인 임상심리학 대

학원생 2명에게 다시 영문으로 역번역하도록 하였다. 역번역된 문항을

주 개발자에게 전달하여 피드백을 받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

로 문항을 결정하였다.

2 단계: 요인구조 분석

한국판 BIPIS의 요인구조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단일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불안정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파악한 요인구

조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단계: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한국판 BIPI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공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판 BIPIS가 기존의 AAQ-Ⅱ

에 비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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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

연구 Ⅰ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은 비정상성에 덜 민감한 주축요인방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

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간에 상관을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

rot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0.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모형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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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한국판 BIPIS의 문항별 특성

연구 Ⅰ에서 참여자 329명을 통해 수집한 한국판 BIPIS 문항들의 평

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수집한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한국판 BIPIS의

문항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한국판 BIPIS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편포도(N=329)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4.28 1.28 -.318 -.281

2 3.15 1.41 .389 -.448

3 3.64 1.57 .087 -.934

4 3.56 1.44 -.024 -.873

5 3.93 1.62 -.116 -.867

6 4.17 1.55 -.278 -.786

7 3.27 1.52 .381 -.596

8 3.52 1.77 .160 -1.059

9 3.17 1.29 .857 .729

10 3.46 1.44 .033 -.775

11 3.57 1.61 .125 -.951

12 3.55 1.64 .125 -1.079

13 3.29 1.62 .244 -.920

14 4.77 1.48 -.804 .332

15 3.29 1.51 .191 -.792

16 2.26 1.48 1.129 .516

주. BIPIS = 한국판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 문항내용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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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BIPIS의 요인구조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BIPIS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16문항에 대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문항 수의 5배 이상인 표본수가 필요하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이에 연구 Ⅰ에서는 12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본 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eyer–

Olkin(KMO) 값이 .90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이

.001보다 작아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

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3개 추출되었고(고유값=7.597,

1.294, 1.113). 전체 변량의 53.7%를 설명하였다. 한편, 문항 9 “나는 나의

신체에 결점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다(역채점문항)”의 경

우 요인 부하량이 -.13으로 .30 이하로 나타났다. 요인 부하량을 고려했

을 때, 문항 9는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ree 도표를 살펴본 결과, 요인 수 1에서 기울기가 큰 꺾임을 보였다.

이어서 평행분석을 실시한 결과, 95% 기준선(Longman, Cota, Holden,

& Fekken, 1989)을 초과하는 고유값의 수가 1개로 나타났다(그림 1). 낮

은 요인 부하량을 지닌 9번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한 후 Scree 도표, 평

행분석 결과와 Callaghan과 그의 동료들(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수를 1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적합성 지수는 .901이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

과는 χ2(105, N=129)=1130.89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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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

이었다. 단일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7.13%로 나타났다.

그림 1. Scree 도표와 평행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 1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요인 모형

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표본 2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검증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

를 참고하였다.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일 때, RMSEA 값은 .10 미만

일 때 수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첫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χ2(90)=330.77, TLI=.80, CFI=.83,

RMSEA=.12(90% 신뢰구간 .10∼.13)으로 적합도 지수 평가 기준에 따르

면 TLI, CFI 값이 .90보다 작았고 RMSEA는 .12으로 나쁜 적합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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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개선시

키고자 하였다. Brown(2015)에 따르면, 유사한 표현의 문항들의 경우 확

인적 요인분석에서 오차들 간 공분산 연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수정 지수가 2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

고 표현이 유사한 문항의 오차들 간 공분산을 연결시켰다. 그 결과 2개

의 오차 공분산이 추가되었다: 문항 3(‘나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 나는 내 삶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과 문항 5(‘나의 외

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

을 것이다’), 문항 11(‘나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감정은 인

생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과 문항 12(‘나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χ2(88)=214.135, TLI=.89, CFI=.91,

RMSEA=.085(90% 신뢰구간 .07∼.10)로 적합도 지수 평가 기준에 따르

면 RMSEA는 .10보다 작아 수용할만한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TLI 값이 .90에 미치지 못했지만 .89에 근접하고 CFI 값이 .91로 확인되

어 합당한 모형으로 판단된다(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그

림 2에 제시하였다.

표 2. 한국판 BIPIS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N=200)

모형 χ2 df TLI CFI RMSEA

1요인 모형 330.767 90 .796 .825 .116

수정된

1요인모형
214.135 88 .891 .909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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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판 BIPIS의 요인 부하량 및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N=200)

**p<.01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상관

계수

1. 나는 외모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48 .51**

2.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6 .66**

3. 나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 나는 내 삶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58 .66**

4.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
.70 .72**

5. 나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61 .68**

6. 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해야 한다. .57 .61**

7.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다

른 것을 하기가 어렵다.
.68 .69**

8. 외모가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대인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67 .71**

10. 나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짓

는다.
.62 .65**

11. 나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감정은 인생에

서 문제를 일으킨다.
.69 .75**

12. 나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

게 한다.
.69 .75**

13. 나의 신체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자신이 싫어

진다.
.71 .73**

14. 나의 신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58 .63**

15. 나의 기분은 신체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 .74 .74**

16. 나의 신체적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사용하거나 많은 대출을 받을 것이다.
.6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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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판 BIPIS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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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BIPIS의 신뢰도

한국판 BIPIS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후 남은 15문

항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α 신

뢰도계수가 .91로 나타났으며 특정 문항이 삭제될 경우에 Cronbach’s α 

신뢰도계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각 문항 별로 산출한 단일문항-총

점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51(1번)∼.75(11번, 12번)으로 나타나 모든 문

항에서 적절한 수준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표 3).

한국판 BIPI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3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61명이 참여하였고 1차, 2차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점수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88, p<.001).

한국판 BIPIS 척도와 관련 척도 간의 관계

공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본 연구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BIPIS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관련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

았다(표 4). 먼저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 및 경험 회피를 측정하는 척도

인 수용 행동 질문지-Ⅱ(AAQ-Ⅱ)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을 나타

내었다(r=.59, p<.001). 외모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측정하는 외모수용

척도(AAS)의 하위 척도인 개인 내적 외모수용 척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r=-.35, p<.001;

r=-.46, p<.001).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대처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상 대

처전략 척도(BICSI)의 하위 척도인 외모 수정, 회피 척도와는 중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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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적인 상관(r=.52, p<.001; r=.52, p<.001)을 보인 반면, 이성적 수용

척도와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23, p<.01). 마지막으로 신체변형

장애 증상을 묻는 신체변형장애 자기보고식 설문지(BDDE-SR)와는 중

간 정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58, p<.001). 한편, 사회적 바람직

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정향성 척도(SD)와는 매우 낮은 부적 상관

(r=-.14, p<.05)을 보여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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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판 BIPIS와 관련 척도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N=200)

1 2 3 4 5 6 7 8

1. BIPIS -

2. AAQ-Ⅱ .59*** -

3. AAS IA -.35*** -.43*** -

4. AAS SS -.46*** -.26*** .32*** -

5. BICSI AF .52*** .26*** .02 -.54*** -

6. BICSI Avoid .52*** .45*** -.23** -.23** .47*** -

7. BISCI PRA -.23** -.19** .30*** .37*** .00 .13 -

8. SD -.14* -.04 .04 .20** -.19** -.04 .07 -

9. BDDE-SR .58*** .47*** -.46*** -.45*** .39*** .42*** -.22** -.15*

***p<.001, **p<.01, *p<.05

주. BIPIS=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AAQ-Ⅱ=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Ⅱ, AAS

IA=AAS Internal Appreciation subscale, AAS SS=AAS Social Situation subscale, BICSI AF=BICSI Appearance

Fixing subscale, BICSI Avoid=BICSI Avoidance subscale, BICSI PRA=BICSI Positive Rational Acceptance subscale,

SD=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BDDE-SR=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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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타당도

연구 Ⅰ의 목표 중 하나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

관련 척도인 AAQ-Ⅱ보다 신체변형장애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직성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판 BIPIS가 신체변형장애 증

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1단계에서는 AAQ-Ⅱ만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한국

판 BIPIS를 예언변인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AAQ-Ⅱ는

BDDE 변량의 22.1%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회귀모형은 BDDE 변량의 35.6%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한국판 BIPIS 변인으로 인해 BDDE 변량의 13.5%가 추가

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R2=.135,
p<.001).

표 5. BDDE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N=200)

***p<.001, **p<.01

예언 변인 B β R2 ⧍R2 F

단계1

AAQ-Ⅱ 1.38 .47*** .221 .221*** 56.30***

단계2

AAQ-Ⅱ .59 .20**

.356 .135*** 54.51***

BIPIS .6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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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Ⅰ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

하는 척도인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BIPI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

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판 BIPI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을 넘는 요인의

수는 3개였으나, 고유치의 하락 정도와 평행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1개

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역채점 문항

인 9번 문항의 경우, 요인 부하량이 .30보다 낮아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

다.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 요인은 전체 변량의

47.13%를 설명하였다. 한국판 BIPIS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결과

는 척도 개발자인 Callaghan과 그의 동료들(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국판 BIPI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내용이 유사한 3번과 5번, 11번과 12

번 문항 간의 오차항의 상관을 설정한 1요인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수준을 보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단일 요인구조가 적합

함이 교차 타당화되었다.

한국판 BIPIS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높았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계

수도 .51∼.75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3주 간격의 검자-재검

사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한국판

BIPIS의 수렴 타당도를 탐색하기 위해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한국판 BIPIS는 기존의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수용

행동 질문지-Ⅱ(AAQ-Ⅱ)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모에 대

한 자기 존중감을 측정하는 외모 수용 척도(AAS)의 하위 척도인 개인

내적 외모수용 척도와,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척도와는 중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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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은 전반

적인 심리적 경직성 또는 경험 회피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낮은 자기 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

음으로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대처정도를 측정하는 신체상 대처전략 척도

(BICSI)의 하위 척도인 외모 수정과 회피 척도와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

관을 보인 반면, 이성적 수용 척도와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은 신체상 위협 상황에서 외모 수정 및 회

피를 통한 대처 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신

의 신체상을 수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적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정향성 척도(SD)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

과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보여 한국판 BIPIS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한편, 한국판 BIPIS는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묻는 신체변형장애 자기보

고식 설문지(BDDE-SR)와는 중간 정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판 BIPIS가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예언하는

데 있어 수용 행동 질문지-Ⅱ(AAQ-Ⅱ)에 더해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예측

하는 유용한 예측변인임을 검증함으로써 Callaghan 등(201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한국판 BIPIS가 신체상과 관

련된 개인 내적 경험을 수용하는 정도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용

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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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연구 Ⅱ에서는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하는가

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의 발병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신체상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대처 방

식으로 경험 회피와 같은 회피 전략이 신체변형장애를 유지 및 지속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신체상과 관련된 증상 특유의 심리적 경직성의 영

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개인마다 수용하기 어려운 내적

경험이 다르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신체변형장애로 이어지

는 과정에서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의 역할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부적응적 완벽주

의, 외모 도구성 신념과 신체변형장애의 관계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Ⅱ의 가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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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신념, 신체변형장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으

로 이어지는 경로를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할 것

이다.

가설 2-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변형장애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외모 도구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을 토대로 한 가설적 모형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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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연구 Ⅱ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학내 포털 사이트에서 모집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2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22.71세(표준편차=3.88)였다. 응답자의 성

별은 남성이 117명(42.1%), 여성이 161명(57.9%)이었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

(IRB No. E1808/003-007).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이 개발하고,

현진원(1992)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 요인을 지

니고 있다. 6개의 하위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개인적 기준(7문

항), 부모의 기대(5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4문항), 조직화(6문항)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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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4문항) 두 가지 요

인만을 사용했던 방식을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였다(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Wei 등(2004)의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는 .89, 수행에 대한 의심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각 .81, .65로 나타났다.

외모 도구성 척도(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

Apperance: BVI-SI-A). 김완석 등(2010)이 개발한 외모 도구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인관계, 사회적 성취, 대인관계의 3개 하위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에서 외모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수준을 측정한다. 총 19문항으로 하위척도별로 연인관계 7문항, 사

회적 성취 6문항, 대인관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

다. 김완석 등(201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각 하위척도 내적합치도는 .86, .85,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

항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으며,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는 .88, .89, .87로

나타났다.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BIPIS). 연구 Ⅰ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신체변형장애 자가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K-BDDE-SR). 연

구 Ⅰ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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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

연구 Ⅱ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신뢰

도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에 대한 절대적 합의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 중 하나인 χ2

의 경우, 사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구 모형이 자료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적합

도 지수(fit index)로 χ2와 더불어 CFI, TLI, RMSEA 수치를 모형 적합

성의 판단근거로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

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가 .10보다 작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경쟁 모형은 가설 모형의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모형 간

내포관계(nested relation)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형 간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χ2 차이 검증은 경쟁 모형과 가설 모형의 비교를 위한 검증으로 각 모형

들의 자유도와 χ2값이 증가 혹은 감소됨에 따라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07).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변인

에 대한 예언변인의 경로를 직접 효과(direct effect)라 하고,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라

한다. 간접 효과의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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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연구 Ⅱ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편포도를 표 6

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

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52, p<.001), 신

체변형장애 증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1, p<.001). 외모

도구성은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r=.46,

p<.001), 신체변형장애 증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r=.29, p<.001). 또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은 신체변형장애 증상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3, p<.001). 이로써 부적응적 완벽주

의, 외모 도구성,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신체변형장애 증상은 각각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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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Ⅱ에 사용된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편포도 (N=278)

주. FMPS=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COM=FMPS Concern

Over Mistakes subscale, FMPS DAA=FMPS Doubts About Actions subscale,

BVI-SI-A=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 SP=BVI

Sexual Partnership subscale, BVI SA=BVI Social Achievement subscale, BVI IR=BVI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scale, BIPIS=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DDE-SR=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BDDE

BC=BDDE Body Camouflaging and Body Checking subscale, BDDE Avoid=BDDE

Avoidance of Activities subscale, BDDE EI=BDDE Excessive Importance Given to

Appearance subscale, BDDE Pre=BDDE Preoccupation subscale.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FMPS 39.51 7.41 -.027 -.044

FMPS COM 27.63 5.39 -.009 .114

FMPS DAA 11.89 2.86 .082 -.572

BVI-SI-A 70.97 11.17 -.265 .020

BVI SP 29.81 3.93 -.513 -.090

BVI SA 19.63 4.74 -.080 -.246

BVI IR 21.53 4.54 -.325 .008

BIPIS 51.56 16.55 .259 -.189

BDDE-SR 67.08 23.38 .954 .977

BDDE BC 16.27 6.55 .644 -.074

BDDE Avoid 26.39 10.68 1.113 1.666

BDDE EI 13.28 6.86 1.197 .939

BDDE Pre 11.13 2.79 .485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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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주. FMPS=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COM=FMPS Concern Over Mistakes subscale, FMPS DAA=FMPS

Doubts About Actions subscale, BVI-SI-A=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 SP=BVI Sexual

Partnership subscale, BVI SA=BVI Social Achievement subscale, BVI IR=BVI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scale, BIPIS=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DDE-SR=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BDDE BC=BDDE Body

Camouflaging and Body Checking subscale, BDDE Avoid=BDDE Avoidance of Activities subscale, BDDE EI=BDDE Excessive

Importance Given to Appearance subscale, BDDE Pre=BDDE Preoccupation subscale.

1 2 3 4 5 6 7 8 9 10 11
1. BIPIS -
2. FMPS .52*** -
3. FMPS COM .48*** .95*** -
4. FMPS DAA .44*** .80*** .58*** -
5. BVI-SI-A .46*** .49*** .48*** .37*** -
6. BVI SP .41*** .43*** .43*** .31*** .80*** -
7. BVI SA .36*** .39*** .38*** .30*** .87*** .54*** -
8. BVI IP .40*** .43*** .42*** .33*** .86*** .54*** .63*** -
9. BDDE-SR .63*** .31*** .29*** .27*** .29*** .25*** .19*** .29*** -
10. BDDE BC .52*** .27*** .26*** .21*** .20*** .20*** .08*** .23*** .83*** -
11. BDDE Avoid .60*** .30*** .28*** .26*** .33*** .26*** .26*** .32*** .94*** .66*** -
12. BDDE EI .50*** .18*** .15*** .19*** .18*** .15*** .12*** .18*** .86*** .59*** .76***

13. BDDE Pre .52*** .37*** .35*** .29*** .24*** .22*** .14*** .26*** .71*** .58*** .64***

표 7. 연구 Ⅱ에서 사용된 척도 간 피어슨 상관 계수 (N=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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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검증

문항 묶음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각 잠재요인의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방

정식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andalos, 2002). 자료 분석

시 문항 묶음을 실시할 경우,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줄어들고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며(Bandalos, 2002), 더욱 간명한 모형을 만들어 안정적

인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Matsunaga,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단

일 요인인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문항을 요인 부하량 크기를 고려한 요

인 알고리즘 방법을 사용하여 각 5문항씩 총 3개의 문항 묶음을 하였다.

측정 모형 검정

연구모형에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타당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모형

검정 결과, χ2=99.613, df=48; TLI=.962, CFI=.972, RMSEA=.062(90% CI

.045∼.080)로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

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은 .697와 .827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을 가졌으며,

외모 도구성의 하위요인들은 .687에서 .925 사이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하위요인들은 .489에서

.855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을 가졌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40 이상으

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382

∼.689로 .90보다 작아 변별 타당도도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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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MPS=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COM=FMPS Concern Over

Mistakes subscale, DAA=FMPS Doubts About Actions subscale, BVI=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SP=BVI Sexual Partnership subscale,

SA=BVI Social Achievement subscale, IR=BVI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scale,

BIPIS=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DD=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BC=BDDE Body Camouflaging and Body Checking subscale,

EI=BDDE Excessive Importance Given to Appearance subscale, Avoid=BDDE

Avoidance of Activities subscale, Pre=BDDE Preoccupation subscale.

그림 4. 측정 모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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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 (N=278)

구조모형 검증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모형 검증

측정 모형 검정 결과가 양호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신체변형장애 증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로와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이루어진 부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외한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FMPS
FMPS COM 1.000 .827
FMPS DAA .447 .048 .697 9.231

BVI-SI-A
BVI SP 1.000 .699
BVI SA 1.326 .123 .769 10.606
BVI IP 1.323 .125 .801 10.796

BIPIS
BIPIS 1 1.000 .866
BIPIS 2 1.161 .061 .865 18.946
BIPIS 3 1.111 .054 .914 20.677

BDDE-SR

BDDE BC 1.000 .739
BDDE EI 2.041 .136 .925 11.276
BDDE Avoid 1.135 .085 .801 13.281
BDDE Pre .396 .035 .687 14.969

 주. FMPS=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COM=FMPS Concern
Over Mistakes subscale, FMPS DAA=FMPS Doubts About Actions subscale,

BVI-SI-A=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 SP=BVI

Sexual Partnership subscale, BVI SA=BVI Social Achievement subscale, BVI IR=BVI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scale, BIPIS=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DDE-SR=Body Dysmorphic Disorder Examination-Self Report, BDDE

BC=BDDE Body Camouflaging and Body Checking subscale, BDDE Avoid=BDDE

Avoidance of Activities subscale, BDDE EI=BDDE Excessive Importance Given to

Appearance subscale, BDDE Pre=BDDE Preoccupation sub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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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하였다(그림 5, 그림 6).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그림 5. 가설 모형 (부분매개모형)

그림 6. 경쟁 모형 (완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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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에서 가정한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χ2

=99.613, df=48; TLI=.962, CFI=.972, RMSEA=.062(90% CI .045∼.080)로

측정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모형인 완전매개 모

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χ2=100.675, df=50; TLI=.964,

CFI=.973, RMSEA=.060(90% CI .043∼.078)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경쟁 모형은 가설 모형의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모형 간 내포관계

(nested relation)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

모형과 경쟁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적합도를 비교

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 두 매개모형의 자유도 차

이가 2일 때(50-48), χ2의 차이가 1.062로 유의확률 .05 수준에서의 임계

치 5.991보다 작았으므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접경로를 추가한 가설 모형은 경쟁 모형에 비해 간명성이 떨어

진 것에 비해 모델의 설명량이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가설 모형과 경쟁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간명성이 높

은 경쟁 모형이 가설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상 심리적 경

직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과 신체

변형장애 증상 간의 관계를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결과를 표 10과 그

림 7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모형 χ2 df TLI CFI RMSEA

가설 모형 99.613 48 .962 .972 .062

경쟁 모형 100.675 50 .964 .973 .060

표 9. 가설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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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최종 모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상 심리적 경

직성을 매개하여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 95% 신뢰구간에서 500회 반복 추출한 표본으로

부터 간접 효과의 유의확률을 도출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

구성 →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간접효과의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고 유의확률은 각각 .002, .022로 모두 유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1.148 .473*** .233 4.932

외모 도구성

→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313 .235** .119 2.641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 신체변형장애 증상
.688 .687*** .068 10.133

표 10.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7.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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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p<.05의 범위 내에 들어가므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

주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을 매개하여 신체변형장애

증상으로 가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 간접효과

95% Confidence Interval

Bootstrap with

Bias-corrected
p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 신체변형장애 증상

.325 (.221∼.456) .002

외모 도구성

→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 신체변형장애 증상

.162 (.032∼.256) .022

표 11.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 5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기제를 밝히고자 부적응적 완벽

주의, 외모 도구성,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과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신체변형장애의 취약 요인으로 고려되

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상황에서 외모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인

외모 도구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 신념이 높을수

록 신체변형장애 증상 수준이 높을 것이며, 이들 변인 사이의 관계를 신

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매개효과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

여 연구 모형에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은 매

개변인인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종속변

인인 신체변형장애 증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개인

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외모 도구성 신념이 강할수록 신체상과 관

련된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자신의 신체

적 결함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감추고자 하는 등 신체변형장

애 증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

며 각 변인들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예언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Callaghan et al., 2015; Cash, 2002; Neziroglu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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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ale, 2004; Wilhelm, 2006).

둘째,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가설 모형(부분매개 모형)과 경쟁 모형(완전매개 모형)의

비교를 위한 χ2차이 검증 결과, χ2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델인 경쟁 모형이 최종 모형

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

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체

상 심리적 경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은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을 통

해 간접적으로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특성과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상과 관련된 개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는

지속적인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에게서 신체변형장애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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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수용전념치료에서 정신 병리를 일으키는 핵심 기제로 심리적 경직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리적 경직성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이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없는

심리적 반응의 경직성을 의미하며 여러 정신 병리에서 취약 요인으로 연

구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

이 신체변형장애 발달 과정에서 잠재적 취약 요인으로 상정하고 관련 변

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

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과 인지적 특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을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여

신체변형장애의 발생 및 유지의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외모가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유용성에

대한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러한 영향이

미치는 과정을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

연구 Ⅰ에서는 신체상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온전히 수용

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변경하려는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 척도(BIPIS)를 번안하고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BIPIS가 척도 개발자의 연구

(Callaghan et al., 2015)와 동일하게 단일 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한국판 BIPIS는 높은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보여 신

뢰도가 높은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탐색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판 BIPIS는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

을 나타내었다. 또한, 개인 내적 외모수용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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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체상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은 전반

적인 심리적 경직성 또는 경험 회피와 관련이 있으며 신체상에 대한 심

리적 경직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낮은 수용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다. 다음으로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 전략으로써 외모 수정

및 회피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이성적 수용과는 낮은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체상과 관련한 개인의 경험을 수용하기 어려

울수록 신체상 위협 상황에서 외모를 수정하려고 하거나 회피를 통한 대

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상을 수용을

적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상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 바람직

성과는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보여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판 BIPIS가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예언하는 데 있어 기존의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성을 묻는 AAQ-Ⅱ에 더해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예측하는 유용한 예측변인임을 시사한다. 위와 같이 연구 Ⅰ에서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확보하여, 이후 실시

한 연구 Ⅱ에서 신체변형장애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

기 위한 심리측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연구 Ⅱ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과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이 신체변형장애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

응적 완벽주의, 외모 도구성,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과 신체변형장애 증상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부적응적인 완벽주

의 성향과 외모가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유용성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신체상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내적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심리

적 경직성 수준이 높으며 신체변형장애 증상도 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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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모형 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

구성이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을 매개하여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외모 도구성

은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을 통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성격 특성과 외모에 대한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상과 관련

된 개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는 등 심리적으로 경직된 개인

에게서 신체변형장애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신체상과 관련된 특정한 증상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

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용전념치료에서 심리적 건

강의 기제나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전반적인 심리적 경직

성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질환 혹은 증상 특유의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

상이나 질환 특유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체중이나 체형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신체 부

위를 포괄하는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을 묻는 측정도구가 마련

되지 않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상

과 관련된 심리적 경직성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

도를 마련하여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유발하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검

증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체변형장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신체변형장애에 대한 해외 연구들은 인지행동적

이론에 기반하여 기제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졌다. 최근의

ACT 이론에서 심리적 경직성이 개인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정신 병리를

일으키는 주요 기제로 여겨져 왔지만, 이와 관련한 신체변형장애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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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

직성과 신체변형장애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ACT의 관점에서 신체변형

장애 증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심리적 경직성이 부적응적 완벽주

의, 외모 도구성과 같은 예측변인을 완전 매개하여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예측변인 보다 매개변인에 초점을

둔 치료적 개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신체변형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심리 치료방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

져 있다. 하지만 Phillips(1998)에 따르면 신체변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병식이 낮고 주관적인 신체적 결함에 망상적인 수준의 믿음까지

지녀 인지행동 치료에서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는 신체변형장애를 치료함에 있어 신체변형장애 증상으로 고통 받는 개

인이 자신의 신체상과 관련된 내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개인

이 추구하는 가치에 전념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가 신체변형장애의 치

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즉,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또는 외모가 갖는 유용성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개인의 경우, 자신의 신

체상과 관련된 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온정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을 통해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대학원생에 국한되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도구를

다른 연령대에 사용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

점이 따른다. 차후 다양한 연령대나 임상군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

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일반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의 원 문항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다소 기계적인 번역이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서구 문화권과 우리 문화

권에서 경험하는 신체상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점도 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Ⅰ에서 원 문항 중 9번 문항(“나는 나의 신

체에 결점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다”)이 낮은 요인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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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되었다. 이처럼 원 개발자의 연구와 다

른 결과가 문항 번역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

를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보이는 개인일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며

신체변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

끄러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이외의

대안적 방법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판 BIPI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살펴보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입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도구가 신체변형장애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연구와 더불

어 수용을 활용한 개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외모 도구

성 신념이 신체변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적응적 완벽

주의, 외모 도구성과 신체변형장애 증상 간의 관계에서 신체상 심리적

경직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신체변형장애 증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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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판 신체상 관련 심리적 경직성 척도(K-BIPIS)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1 2 3 4 5 6 7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모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1 2 3 4 5 6 7

2.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아

무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5 6 7

3.
나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

내 삶의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1 2 3 4 5 6 7

4.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데 지

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6 7

5.

나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이다.

1 2 3 4 5 6 7

6.
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해

야 한다.
1 2 3 4 5 6 7

7.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기 시작

하면, 나는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8.
외모가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면, 나

의 대인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1 2 3 4 5 6 7

9.
나의 신체에 결점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1 2 3 4 5 6 7

10. 나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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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를 규정짓는다.

11.
나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감정은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1 2 3 4 5 6 7

12.
나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1 2 3 4 5 6 7

13.
나의 신체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자신이 싫어진다.
1 2 3 4 5 6 7

14.
나의 신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1 2 3 4 5 6 7

15. 나의 기분은 신체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6 7

16.

나의 신체적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사용하거나 많은 대출

을 받을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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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용 행동 질문지-Ⅱ (AAQ-Ⅱ)

다음의 항목을 읽고, 당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평정해주십시오.

1 2 3 4 5 6 7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나는 내

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2. 나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6 7

3.
나는 내 걱정과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1 2 3 4 5 6 7

4.
내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감정은 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1 2 3 4 5 6 7

7.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6 7

8. 걱정은 내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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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외모수용 척도(AAS)

자신의 외모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 표시해주십시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외모에 대한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외모에 대해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대

체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3.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타인 몸매와 나를 비

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남들에 비해 예쁜 외모(남성의 경우, 멋

있는 외모)를 가졌다.
1 2 3 4 5

6. 대체로 내 외모에 대해 긍정적이다. 1 2 3 4 5

7.
나는 내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 가를 다른 사

람과 비교하는 일이 거의 없다.
1 2 3 4 5

8.

잡지나 TV에 나오는 날씬한 여성(남성의 경

우, 멋진 남성)의 이미지가 내 몸매에 대한 기

준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내 외모를 존중한다. 1 2 3 4 5

10.
나는 몸매나 외모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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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외모를 좋아한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

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5.
내 외모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

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17.
나는 내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18.
내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

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19.
내 외모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20. 전반적으로 내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21. 나는 내 외모가 괜찮다고 느낀다. 1 2 3 4 5

22.
목욕탕에 갈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 몸매

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내 외모가 좋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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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체상 대처 전략 척도(BICSI)

우리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특정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신체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사

건들이 신체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TV나 잡지

에서 예쁘거나 멋진 모델을 봤을 때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상황이나 사건은 “신체상 위협”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신

체상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가장 비슷한 문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2 3 4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외모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변화시키

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2.
나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의식적

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1 2 3 4

3.
타인을 통해서 내 외모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한

다.
1 2 3 4

4.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나는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6.
신체상 위협 상황과 관련된 나의 감정을 무시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7. 나의 외모 중에서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8.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을 꺼린다. 1 2 3 4

9. 나의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0. 신체상 위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언가를 먹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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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체상 위협 상황은 단지 불합리한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2.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어떨까 생각한다. 1 2 3 4

13.
내 외모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

는지 생각한다.
1 2 3 4

14. 신체상 위협 상황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5.
신체상 위협 상황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16. 내 외모를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과 비교한다. 1 2 3 4

17.
신체상 위협 상황에서 조금만 지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8. 나는 신체적 위협 상황에서 과식한다. 1 2 3 4

19.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 더 중요한 일

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20.
내가 느끼는 것보다 실제의 내가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21. 최고로 보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1 2 3 4

22.
나는 자꾸 움츠러들 때가 있고 타인들과 교류가 적

다.
1 2 3 4

23.
내 외모의 결점을 감추거나 숨기기 위해 특별히 노

력을 기울인다.
1 2 3 4

24.
나는 신체상 위협 상황에서 매우 참을성 있게 행동

한다.
1 2 3 4

25. 신체상 위협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1 2 3 4

26.
신체상 위협 상황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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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Marlow-Crowne 사회적 정향성 척도

아래의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각

문장들을 잘 읽으시고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

장 잘 나타내주는 항목을 골라 표시해주세요.

문항 내용 예 아니오

1.
투표하기 전에 나는 모든 후보자들의 자격을 조사해본

다.

2.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궂은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3.
누가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

4. 나는 누군가를 심하게 싫어해 본 적이 없다.

5.
나는 가끔 인생에서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

한다.

6.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가끔 누군가를 원

망한다.

7. 나는 항상 내 옷차림에 신경 쓴다.

8.
나는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것만큼 집에서도 식사 예

절을 지킨다.

9.
만약 내가 돈을 내지 않고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10.
몇 번은 나는 내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할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

11. 때때로 나는 남에 대해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

12.
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반항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13. 나는 누구와 이야기 하든지 간에 항상 잘 들어준다.

14.
나는 어떤 일을 모면하기 위해 꾀병을 부렸던 것을 기

억할 수 있다.

15. 나는 누군가를 이용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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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는 실수를 했을 때 항상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려 한

다.

17. 나는 내가 하는 말을 항상 솔선수범 하려고 한다.

18.
나는 말 많고 무례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특별히 어

렵지 않다.

19.
나는 가끔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보다 되갚아주려고 한

다.

20.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거리낌없이

인정한다.

21.
나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중하게

대한다.

22.
가끔씩 나는 내 방식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

리곤 한다.

23. 가끔 나는 물건을 박살내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

24.
나는 내 그릇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벌 받게

내버려 두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25.
나는 내가 받은 호의를 되갚으라는 요구를 받아도 전

혀 원망하지 않는다.

26.
나는 사람들이 나와 매우 다른 생각을 얘기해도 전혀

싫증을 내지 않는다.

27.
나는 꼼꼼하게 일정을 점검하지 않고는 긴 여행을 떠

나지 않는다.

28.
나는 타인의 행운에 대해 꽤나 질투를 느낀 적이 있

다.

29.
나는 누군가를 질타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낀 적이 거

의 없다.

30.
나는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끔 짜증이

난다.

31. 나는 이유없이 벌 받았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다.

32.
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끔 생각한다.

33.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고의적으로 한 적

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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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신체변형장애 자가평가 척도(BBDE-SR)

1장

※ 1열 에는 우리 신체의 여러 부위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싫어하는 신체 부분(아니면, 최소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5개를 골라 표시하시오. (5개 이상은 선택하지 마십시

오.)

※ 2열 에는, 1열에서 선택한 신체 부위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를 써 주십시오.

[예] 1열에서 “코”라고 표시를 한 경우,

2열에서는 “너무 크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 만일, 1개 이상의 이유가 있으면, 각 이유를 차례로 기술하십시오.

[예] “코”

① “너무 크다”

② “양쪽 콧구멍의 크기가 다르다“

※ 3열 에는, 1열에서 선택한 5개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얼마나 마음에 들

지 않는지 그 순서를 매겨 보십시오.

[예] 1열에서 종아리, 엉덩이, 어깨, 눈, 얼굴의 털을 선택하였을 때

“눈”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

“엉덩이”가 눈 다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2

“종아리”가 엉덩이 다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3

“얼굴의 털”이 종아리 다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4

“어깨”가 얼굴의 털 다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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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 (2열) (3열)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분을 5개
고르시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유를 자세히 써 주십시오)

순서를
매기시오.

(1=가장 마음에
들지 않음)

발

종아리

허벅지

다리전체

엉덩이

고관절 부위

하체전부

허리-배

가슴

유방

등

어깨

상체 전부

팔등

팔 전체

손

몸 전체

턱

뺨

입

치아

코

눈

눈썹

귀

얼굴의 털

얼굴 전체

몸의 털

머리카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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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다음의 질문들은 1 장에서 “1”로 평가했던 신체부위(가장 마음에 들

지 않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지난 한 달 동안의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묻는 질문들입니다.

◈ 다음의 질문들에서는 편의상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를

“외모 특징”으로 칭하였습니다.

◈ 답을 하실 때,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골라 ○표

하여 주십시오. 보기에 어떤 내용이 없는 것은 그 번호의 위와 아래 지

문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을 다른 또래들도 갖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2)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4) 소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6) 나와 똑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심각하지 않다)

2.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거나, 만져보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여 확인한 적이 있습니

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확인하였습니까?

0) [0 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확인하였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확인하였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확인하였다.

3.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0) 전혀 불만이 없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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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괴롭지는 않았다.

3)

4) 중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괴로웠다.

5)

6)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심하게 괴로웠다.

4. 당신의 전체적인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0) 전혀 불만이 없었다.

1)

2)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괴롭지는 않았다.

3)

4) 중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괴로웠다.

5)

6)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심하게 괴로웠다.

5.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해 주위 사람들

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

랬습니까?

0) [0일] 전혀 위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6.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하여 자주 생각

하고 또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

주 있었습니까?

0) [0일] 전혀 외모 특징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괴로웠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괴로웠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괴로웠다.



- 84 -

7. 공공장소에 있을 때 당신의 외모 특징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

위)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당황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

느 정도였습니까?

{공공장소란, 백화점, 식료품 가게, 시내 거리, 식당, 영화관, 버스, 줄을 서

서 기다리는 장소, 공원, 공중 화장실, 또는 낯선 사람들이 있는 다른 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0)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1)

2) 약간의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3)

4) 중간 정도의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5)

6) 매우 심한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8. 동료, 아는 사람, 친구 또는 가족과의 사교적인 모임에서 당신의 외모 특

징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걱정하거나 당황스러움을 느

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교적인 모임이란, 직장, 파티, 가족 모임, 회의,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이성과 데이트 또는 외출, 상사와의 대화 등이

해당됩니다.}

0)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1)

2) 약간의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3)

4) 중간 정도의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5)

6) 매우 심한 걱정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9a.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관심을 가진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상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0) [0일]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그런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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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관심을 가진다고 느낄 때 당황하였습니까? 그랬다면, 어느 정도

였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지를 생

각해 보십시오.}

0) 당황하지 않았다(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지 않았다).

1) 어떤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약간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다.

2) 쳐다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약간 당황하였다.

3) 어떤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중간 정도로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4) 쳐다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중간 정도로 당황하였다.

5) 어떤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매우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다.

6) 쳐다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매우 당황하였다.

10a.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하여 좋게 말

하거나 또는 나쁘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일부러 얻은 조언은 포함하지 마시고, 뜻밖에 들은 평가만을 포함시키십시

오.}

0) [0일]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가끔 들었다.

3) [8-11일]

4) [12-16일] 자주 들었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들었다.

10b.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하여 좋게 말

하거나 또는 나쁘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 당

황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지를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0) 당황하지 않았다(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한 적이 없었다).

1) 어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약간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다.

2) 평가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약간 당황하였다.

3) 어떤 사람들이 평가할때는 중간 정도로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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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괜찮았다.

4) 평가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상당히 당황하였다.

5) 어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매우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다.

6) 평가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매우 당황하였다.

11a.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행동이,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

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있

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0일]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그런 일이 있었다.

11b.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의 외모 특징 (가장 마

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지를 생각하고 답

하십시오.}

0) 당황하지 않았다(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 적이 없었다).

1)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약간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은 괜찮았

다.

2) 어떤 사람이 했건 상관없이 약간 당황하였다.

3)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중간 정도로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은

괜찮았다.

4) 어떤 사람이 했건 상관없이 중간 정도로 당황하였다.

5)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매우 당황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은 괜찮았

다.

6) 어떤 사람이 했건 상관없이 매우 당황하였다.

12.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평가할 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까? 그

렇다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까?

{다른 요인(즉 성격, 지성, 직업 또는 수업 수행,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정

도, 다른 분야에서의 능력, 등등)이 자신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정도를

생각해 보고, 이런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외모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 가를

묻는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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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다.

1)

2)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당연히 자기 평가의 한 면이 된다).

3)

4)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자기 평가의 주요한 면 중의 하나이다).

5)

6)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기 평가에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

다).

13.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 때문에, 한 인간으

로서 당신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였습니까?

{당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매력이지 않게 생각하는가

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모 특징으로 인하여 당신이 인간적인 결

함이 있다든지 또는 신체이외의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적당하

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0) 전혀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1)

2)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4)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

6)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모 특징 때문에 나 자신의 좋은 면을 찾

을 수가 없었다)

14.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 때문에, 다른 사람

들이 당신을 좋지 않게 평가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

는 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할 때, 외모 특징

때문에 어떤 신체이외의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거나 부적당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

0) 다른 사람들이 전혀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1)

2) 다른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4)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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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외모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

들이 나의 좋은 면을 볼 수 없다.)

15.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친구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면, 평균적으로 볼 때 어

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매력적으로 본다, 또는 최소한 매력이 없지는 않다.

1)

2) 약간 매력이 없다고 본다.

3)

4) 상당히 매력이 없다고 본다.

5)

6) 매우 매력이 없다고 본다.

16a.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이 평소 생각한 것

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의 외모 특징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이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느낀 적이 있습

니까?

예 _______ 아니오 ________

16b.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외모가 기본적으로는 정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 _______ 아니오 ________

17.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불편하여 공

공장소를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공공장소란 백화점, 식료품 가게, 시내 거리, 식당, 영화관, 버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소, 공원, 공중 화장실,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장소

들을 의미합니다.}

0) 전혀 공공장소를 피한 적이 없었다.

1)

2) 몇 번 피한 적이 있었다.

3)

4) 중간 정도의 빈도로 피하였다.

5)

6) 매우 빈번하게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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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불편하여 친

구, 친척 혹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의 함께 하는 일 또는 다른 사교적 모임

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사교적 모임이란 직장 혹은 학교, 파티, 가족 모임, 회의 등의 참석, 여럿이

대 화하는 자리, 직장에서 여럿이 어울리는 자리, 이성과의 데이트, 상사와

의 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0) 전혀 피한 적이 없었다.

1)

2) 약간 피한 적이 있었다.

3)

4) 중간 정도의 빈도로 피하였다.

5)

6) 매우 빈번하게 피하였다.

19.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 때문에 다른 사람

과 친밀한 신체 접촉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

까?

{여기에는 여러 친밀한 접촉(예를 들면 악수, 포옹, 키스, 밀착하여 춤추기

등)뿐 아니라 성적인 접촉도 포함됩니다.}

0) 전혀 피한 적이 없었다.

1)

2) 약간 피한 적이 있었다.

3)

4) 중간 정도의 빈도로 피하였다.

5)

6) 매우 빈번하게 피하였다

20.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예, 포옹, 키스, 악수, 밀착하여 춤

추기 등),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실제

적 접촉을 제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

까? {접촉을 제지한다는 것은,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임을 자제하거나, 또는

어떤 신체 부위에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0)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제지한 적이 없었다.

1)

2) 신체적 접촉을 했던 중 반 이하에서 제지하였다.

3)

4) 신체적 접촉을 했던 중 반 이상에서 제지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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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의 모든 신체적 접촉의 상황에서 제지하였다.

21.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불편하여 사

람 앞에 나서기를 꺼리거나 운동 또는 다른 실외 활동 등을 피한 적이 있었

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0) 전혀 피한 적이 없었다.

1)

2) 약간 피한 적이 있었다.

3)

4) 중간 정도의 빈도로 피하였다.

5)

6) 매우 빈번하게 피하였다.

22. 당신은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을 감추거나 사람들

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옷을 일부러 고쳐 입거나, 화장을 하거

나 또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몸치장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0) [0일] 절대로 어떤 옷이나 화장으로 가린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외모 특징을 가끔 가렸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외모 특징을 자주 가렸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외모 특징을 가리고 다녔다.

23. 당신의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을 감추거나 사람들

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조심스럽게 자세나 몸짓을 바꾼 적이 있었

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세나 몸짓을 바꾼다는 것은, 서 있거나 앉는 자세, 손을 두는 위치, 걷는

방법, 다른 사람이 보는 쪽으로 향하는 신체 부위 등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0) [0일] 전혀 바꾼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 1,2회 정도로, 가끔 바꾸었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바꾸었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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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당신의 외모 특징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때문에 생기는 느

낌을 조절하기 위해, 신체 특히, 외모 특징이 있는 부위를 스스로 보는 것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옷을 입은 상태나 또는 벗은 상태로 당신의 신체를 직접 보는 것

을 피하거나 또는 거울이나 유리창을 통해 비추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모

두가 포함됩니다.}

0) [0일] 전혀 피한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피했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피했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피했다.

25. 옷을 벗으면, 외모 특징(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부위)을 보일까봐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배우자, 애인, 룸메이트, 또는 헬스클럽 샤워장이나 탈

의실에 있는 다른 사람 들이 옷을 벗은 당신을 못 보게 하는 것을 말합니

다.}

0) 전혀 피한 적이 없었다.

1)

2) 약간 피했다.

3)

4) 중간 정도의 빈도로 피했다.

5)

6) 매우 빈번하게 피했다.

26.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잡지 혹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신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든지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

주 있었습니까?

0) [0일] 전혀 비교한 적이 없었다.

1) [1-3일]

2) [4-7일]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가끔 비교하였다.

3) [8-11일]

4) [12-16일] 2일에 1회 정도로, 자주 비교하였다.

5) [17-21일]

6) [22-28일] 거의 매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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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

◈ 아래 문항들은 개인의 성격, 행동 및 특징에 대한 진술문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

타내는 번호에 Ο표시를 해 주십시오.

1 2 3 4 5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일 내가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난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1 2 3 4 5

2. 실수를 한다면 속상할 것이 분명하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4.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
1 2 3 4 5

5.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고가 아니면 싫다. 1 2 3 4 5

6.
내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1 2 3 4 5

7.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하면 곧 내가 뒤떨어진다

고 느낀다.
1 2 3 4 5

8.
내가 항상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9.
내가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1 2 3 4 5

10.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11.
일상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

쩍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12.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

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무슨 일이든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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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외모 도구성 척도(BVI-SI-A)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Ο표시를 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서 설명되는 ‘외모’란 얼굴, 키,

몸매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몸의 겉모습을 뜻합니다.

1 2 3 4 5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

다.
1 2 3 4 5

2. 외모가 매력적이면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1 2 3 4 5

3.
이성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외

모가 중요하다.
1 2 3 4 5

4. 매력적인 외모는 연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5.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을 사귀는 데에 유리

하다.
1 2 3 4 5

6.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에게 애프터 신청을

받기/하기 쉽다.
1 2 3 4 5

7.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과 데이트할 기회가

더 많다.
1 2 3 4 5

8.
외모가 매력적이면 사회적으로 능력 있어 보

인다.
1 2 3 4 5

9.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성공에 도움을 준다. 1 2 3 4 5

10.
외모가 매력적이면 업무상 상대방에게 더 믿

음을 준다.
1 2 3 4 5

11.
외모가 매력적이면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기

회가 주어진다.
1 2 3 4 5

12. 외모가 매력적이면 승진에 유리하다. 1 2 3 4 5

13.
외모가 매력적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더 받

는다.
1 2 3 4 5

14.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의 실수에 좀

더 관대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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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모가 매력적이면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

다.
1 2 3 4 5

16.
외모가 매력적이면 모임이나 회식에 초대받기

쉽다.
1 2 3 4 5

17.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

움을 받기 쉽다.
1 2 3 4 5

18.
외모가 매력적이면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위

로를 받기 쉽다.
1 2 3 4 5

1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

에게 더 친절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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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bout Body Image

on Body Dysmorphic Symptoms

Jichul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sychological inflexibility is characterized by the avoidance of 
one’s own cognitive and affective states at a cost to personal 
value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suggests that 
psychological inflexibility is a central vulnerability that can lead to 
psychological maladapt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regarding one’s body image in the 
development of body dysmorphic disorder. 
     Study Ⅰ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cale (BIPIS: Calla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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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oz, Darrow, & Feeney, 2015). Data was collected from 329 
adults to conduc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supported the one-factor 
structure of K-BIPIS. Also, the K-BIPIS displayed good reliability 
and had good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Moreover, the 
K-BIPIS predicted variability within body dysmorphic symptoms 
above and beyond that of the AAQ-Ⅱ assessing general 
psychological inflexibility.
     Study Ⅱ was designed to examine a mediation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a sample of 278 adults. In the 
model, 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was expected to exert 
a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maladaptive 
perfectionism,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and body 
dysmorphic sympto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and body dysmorphic symptoms,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hypothesis. Second, 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ppeared to have mediating effect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body dysmorphic symptoms, and between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and body dysmorphic symptoms. Also,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had only indirect effects on body dysmorphic symptoms via 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BIPIS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for assessing psychological inflexibility of body image 
in Korean adults. Furthermore, it illustrates how psychological 
inflexibility regarding body image plays a key mediat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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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body dysmorphic symptoms, 
as well as between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and body 
dysmorphic symptoms. Last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Body Image Psychological Inflexibility, Body Dysmorphic 
Symptoms, Maladaptive Perfectionism,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Student Number: 2017-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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