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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27-item Korean Version of the 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IWQOL-Kids
Ⓒ
: Korean Version). 

Methods: This instrument was administered to 872 adolescents (mean z-BMI: 

2.61, mean age±SD: 13.9±1.2, male: 51.9%). Reliability was tested by internal 

consistency method and item analysis, validity test was performed by index of content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current 

validity. Sensitivity was tested by ANOVA and t-test.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and Amos 18.0. 

Results: By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 factors were extracted; 'Body esteem' 

consisted of 9 items with 35.9% of variance (social life: 6 items, 10.23%, physical 

comfort: 6 items, 8.21%, family relations: 6 items, 7.0%). Four factors explained 

61.34% of total varianc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ranged from .766 to .929 

for scales on 27 items and equal to .920 for total score for both the 26-item and 

27-item tool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to te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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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t validity showed more than .5(C.R<1.965) on all paths after deletion of 

item PC1 (avoid stairs). The average variances extracted were more than .50 and the 

construct reliabilities were more than .70. The average variances extracted were 

stronger than the squares of correlation coefficient of inter-latent variable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pport that the IWQOL-KidsⒸ: Korean Version with a 

26-item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in Korean obese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Obesity, Quality of Life, Reliability, Validity

Ⅰ. 서론

소아청소년비만은 고 압과 같은 심 계 질환

의 험요인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 사 장애, 간

성 장  폐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수면무호흡, 

정형외과  합병증의 험성을 높인다(WHO, 

2000). 한 과체  소아청소년은 비만한 성인이 

될 험성이 증가되며(Field 등, 2005; Tanofsky- 

kraff 등, 2009) 성인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는 별개로(Must 등, 1992) 성인기 질

병이환율  사망률에 한 장기 인 험성이 높

다고 보고하 다(Gunnell 등, 1998). 그뿐 아니라 

과체  청소년은 그 지 않은 래에 비해 사회  

낙인  고립(Strauss 와 Pollack, 2003) 그리고 불

안이나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  문제의 험성이 

높다고(Csabi 등, 2000) 하 다.

최근의 건강개념은 신체 , 사회 , 정신  기능

과 역할 수행  반 인 건강이 수반된 상태로 

확장되었고 ‘삶의 질’ 역까지 포함되어야 함이 강

조되고 있다(Saracci, 1997).
 
비만은 건강 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Kawachi, 

1999) 비만한 소아청소년의 부정  신체상에 한 

연구결과도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Neumark- 

Sztainer, 2011). Fontaine 등(1996)의 연구에 따르

면 많은 비만인들이 낮은 삶의 질을 보 는데 특히 

비만한 청소년의 경우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을 동반한 청소년보다 삶의 질이 더 낮았다

(Ravens-Sieberer 등, 2001)고 밝혔다. 이처럼 비만

의 경우 여러 신체 인 질병의 험뿐만 아니라 삶

의 질 인 측면의 제고(Sullivan 등, 1993)와 더불

어 체 을 감량한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Fontaine 등, 1999)는 연구결과를 보면, 삶의 질에 

있어 체 이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학교건강검사 결과를 보면 국 ･ ･고

등학생의 체 비만율이 2006년 11.62%(경도 6.46%, 

등도 4.32%, 고도 0.84%)에서( 한소아과학회, 

2009) 2013년에는 15.3%(경도 7.9%, 등도 6.0%, 

고도 1.5%)로 증가하 다(교육부, 2014). 이러한 시

에서 청소년의 건강 련 삶의 질을 면 히 측정

하기 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의 개발

은 시의 하며 비만과 같이 특정 건강 문제에 알

맞게 제작된 도구의 개발(Guyatt 등, 1993)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1995년 Kolotkin 등은 성

인 상의 비만과 련된 삶의 질 측정도구인 

IWQOL (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을 제

작하 고(Kolotkin 등, 1995), 1997년 이 도구의 타

당성을 검증하 다(Kolotkin 등, 1997). 이어 2001년에

는 문항수를 여 간소화 한 IWQOL-Lite(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Lite)를 소개하 다

(Kolotkin 등, 2001). 이를 기본으로 2006년에는 소

아청소년의 체 과 련된 삶의 질 평가도구로 

IWQOL-Kids(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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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ids)를 개발하 다(Kolotkin 등, 2006). 반면 국

내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청소년의 체

 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매우 드물다. 해외에

서 암환아의 건강 련 삶의 질을 사정하기 해 고

안되었고(Varni 등, 1998) 부모의 리보고지가 개

발된 후(Varni 등, 1999)
 
PedsQL

TM
4.0 Generic Core 

Scales가 완성되었다(Varni 등, 2001). 이는 2-18세

의 소아청소년을 상으로 하며 다면  건강 련 

삶의 질을 평가한 도구로, 2004년 최은석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후 장원석 등(2006)에 

의해 학생의 체질량지수와 삶의 질 계에 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국내의 경우 박혜순 등(2003)에 의해 성인을 

상으로 한 한국형 비만 련 삶의 질 측정도구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KOQOL)가 개발되었다. 한편 김이순과 김 혜

(2001)의 국내 비만 청소년 600명을 상으로 한 

스트 스와 처방법에 한 도구개발연구에서는 

각각 6개 요인과 10개 요인을 추출하 으나 도구의 

다양한 장 용과 거타당도를 다루지 못한 한

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 버 인 청

소년의 체 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IWQOL- 

KidsⒸ: Korean Version(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 in Kids
Ⓒ
: Korean Version)을 한국청소년의 

언어와 문화가 반 된 한국어 버  청소년의 체  

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개발하기 하여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2014년 5월16일부터 동년 6월9일까지 경기 지역 

고등학교 1개교씩 임의추출한 후 학교  학

(21개)  그들의 부모(부모 리인)과 고등학교 

1학년  학 (8개)  그들의 부모(부모 리인)를 

상으로 PedsQLTM4.0 Generic Core Scales, 

IWQOL-Kids
Ⓒ
: Korean Version, KKCDI(Korean 

form of Kovacs'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인구사회학  정보, 건강정보에 한 자가보고 기

입식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인 청소년과 그

들 부모 는 부모 리인으로부터 삼육 학교 연

구윤리 원회에서 승인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득

하 다.

처음 배포한 1,000부의 설문지  989부(98.9%)

가 회수되었고, 이  체질량지수와 련되며 삶의 

질에 향을 다고 알려진 당뇨(염혜원 등, 2004; 

Weiss 등, 2006; Knight, 2011), 고 압(Freedman 

등, 1999), 천식(Reilly, 2006; Kirk 등, 2012), 아토피 

피부염(Silverberg 등, 2011), 골 염(WHO, 2004), 

간질(Ben-Menachem, 2007), 블라운트병(Dietz Jr 

등, 1982), 퇴골두 골단 분리증(Kelsey, 1971), 악

성종양이나 백 병(Larsson과 Wolk, 2008)과 같은 

암(Garfinkel, 1985)등의 질병을 최근 12개월 이내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재 앓고 있는 상자 31

명, 성별 연령별 BMI가 5%미만인 체 자(장원

석 등, 2006; Søltoft 등, 2009) 32명, 소아우울척도

수 70T이상(장원석 등, 2006; 조수철과 이 식, 

1990)인 50명,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한 최종 872명

(남자453명, 여자419명)의 청소년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소아  청소년 표 성장

도표를 기 으로 연구 상을 분류하 고, 2000년 

IOTF(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가 권장한 

과체 (Overweight)과 2005년 Institute of Medicine

이 제안한 비만(Obesity)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Barlow와 Expert Committee, 2007) 성별 연령별 

BMI≥95백분 수 는 BMI≥25kg/m
2
을 비만군

(148명), 85백분 수≤성별 연령별 BMI<95백분

수를 과체 군(50명), 5백분 수≤성별 연령별 

BMI<85백분 수는 건강체 군(674명)으로 분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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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의 작성

1) 한국어 번역과 역번역

2014년 3월, 본 도구의 원 자인 Ronette L. 

Kolotkin으로부터 IWQOL-Kids
Ⓒ
: Korean Version

의 개발 동의를 얻은 후 원 자가 제시한 차에 

따라 어로 되어 있는 도구를 어와 한국어를 모

두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가(소아청소년병동수간

호사 1인, 소아청소년과 문의 1인)에 의해 1차 번

역하 다. 역번역은 어와 한국어 모두를 유창하

게 구사할 수 있는 1인의 가정의학과 문의에 의

해 실시되었고, 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사

용할 수 있는 비만클리닉 문가 1인, 보건학 박사 

1인 그리고 원 자와 재검토 후 설문지의 문장  

단어를 수정하 다. 최종 결과는 원 자에게 보고

하여 확인을 받고 최종 동의서를 득하 다. 

2) 내용타당도 평가

이와 같이 검토된 설문지가 국내 청소년의 체  

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 한 표 으로 서

술되었는지, 체 과 련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역으로 구분되었는지 살펴보기 하여 2014

년 4월 소아청소년병동수간호사 1인, 소아청소년과 

문의 1인, 가정의학과 문의 1인, 보건학 박사 1

인, 비만클리닉 문가 1인 그리고 재학 인 비만

한 학교 3학년생 1인 등 총 6명에 의하여 문항 

타당도가 사정되었다. 

선정된 문가 집단에게 체  특이  삶의 질 

개념에 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에 구성된 요인과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 

Lynn(1986)의 내용타당도 지수(Index of Content 

Validity: CVI)를 참고하여 내용의 구성이 ‘매우 타

당하다’를 4 , ‘타당하다’를 3 , ‘타당하지 않다’를 

2 , ‘  타당하지 않다’를 1 으로 한 설문지를 

배부한 후 각 내용에 하여 3  이상의 수를 

83%이상의 문가가 합의했는지 확인하 다. 내용

타당도 지수는 문항 타당도 검증을 하여 자주 이

용되며 설문에 응하는 문가의 수에 따라 최소 합

의율이 다르며 5명까지는 100%, 6명은 83%의 합의

율을 권한다. 본 연구에서는 3  이상의 수에 

하여 문가 6인의 100% 합의율을 만족시켜 역

별 분류나 문항 구성요인의 수정 없이 사용하 으

나 문항의 어휘에 있어서는 문가 의견을 참고하

여 수정 보완하 다. 구체 인 수정내용은 신체에 

한 존 감 역에서 ‘내 체  때문에 거울 보기

가 싫다’를 ‘내 체  때문에 내 모습을 거울로 보거

나 내 사진을 는 것이 꺼려진다’로 단순한 범

에서 좀 더 넓은 범 로 변경하 다. 한 ‘내 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옷 벗기가 꺼려진다’를 ‘내 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탈의실이

나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것

이 꺼려진다’로 공공장소에 한 구체 인 를 덧

붙 다. 한 ‘내 체  때문에 스포츠 활동들에 참

여하기가 곤혹스럽다’에 해 한국의 입시 심교육

환경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여건이 매

우 제한 이라는 지 에 따라 스포츠 활동과 련

된 ‘학교 체육활동’, ‘스포츠클럽’, ‘방과 후 활동’, 

‘특별활동’ 등도 포함된다는 시를 문항에 덧붙

다. 마지막으로 ‘내 체  때문에 움직일 때 발이 아

다’에서 ‘내 체  때문에 무릎 는 발목이 아  

때도 있다’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통증이 아닌 

일반 인 통증을 표 하는 것이 요하다는 원

자의 조언에 따라 수정하 다. 

3) 비조사

2014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건강 체  청

소년 3명, 과체  청소년 3명, 비만 청소년 3명을 

상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질문에 한 의

견을 묻고 질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다. 본 도구의 질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은 약 4분이었고 면담을 포함한 체 평균 설문시

간은 약 11분이었다. 한 본 도구의 거도구인 

PedsQL
TM

 4.0 Generic Core Scale의 설문구성배치

가 IWQOL-KidsⒸ: Korean Version의 뒤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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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답 과정에서 체 과 련된 질문으로 혼동

되었다는 몇 몇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라 PedsQL
TM

 

4.0 Generic Core Scales에 뒤이어 IWQOL-KidsⒸ 

:Korean Version이 배치되도록 하 다. 원 도구와 

같이 체 과 련된 응답에 을 두기 하여 

‘내 체  때문에’라는 문구를 모든 문항의 첫 머리

에 붙 다. 문항의 맺음말은 모두 부정형 문장으로 

통일하여 응답자의 혼동을 피하 다. 

4) 최종 설문지 완성

최종 으로 문항들의 어휘를 수정, 보완하여 질

문지를 완성하 다. 

3. 평가 도구

1) IWQOL-KidsⒸ: Korean Version

IWQOL-KidsⒸ(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 in Kids)는 만11세부터 19세의 청소년을 상

으로 체 과 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Kolotkin 등(2006)에 의해 개발된 27문항의 도구이

다. 이 도구는 4개의 역인 Physical comfort(신체

 편안감), Body esteem(신체에 한 존 감), 

Social life(다른 사람들과의 계), Family relations 

(가족과의 계)와 총 으로 구성된다. 신체  편

안감 역(6문항)은 체 과 련된 신체 인 활동 

 신체 인 편안감을, 신체에 한 존 감 역(9

문항)은 체 과 련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체

에 한 인식을 각각 평가하 다. 다른 사람들과의 

계 역(6문항)은 사회 인 환경 속에서 체 으

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우를 받는가에 한 인식

과 친구 계를 맺는 능력을 사정하 다. 가족과의 

계 역(6문항)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계 속에

서 자신  자신의 체 과 련되는 생각이나 느낌

에 한 인식을 반 하 다. 수는 5  리커트 척

도로 ‘항상 그 다(1 )’, ‘자주 그 다(2 )’, ‘가끔 

그 다(3 )’, ‘드물게 그 다(4 )’, ‘  그 지 않

다(5 )’이며 각 역별로 가 치를 주지 않고 합산

한 후 0 부터 100 으로 변환하는데 100 은 청소

년의 체  련 삶의 질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고, 0

은 가장 낮은 삶의 질을 의미한다. 총  역시 모

든 문항에 가 치를 주지 않고 합산한 후에 0 부

터 100 으로 변환하 다. 원 도구의 각 역별 내

 일 성계수는 신체  편안감이 .91, 신체에 한 

존 감이 .95, 다른 사람들과의 계가 .92, 가족과

의 계가 .88이었고, 모든 역을 합한 총 에 

한 내  일 성계수는 .96으로 매우 높았다(Kolotkin 

등, 2006).

2) PedsQL
TM

4.0 Generic Core Scales 

한

Varni 등(2001)이 2-18세의 소아암 환아의 삶의 

질을 평가를 해  연령에 걸친 공통 심사를 

반 한 후 건강군과 환자군을 상으로 검증한 

PedsQL
TM

4.0 Generic Core Scales는 최은석(2004)

에 의해 번안된 후 13-18세의 청소년을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본 도구는 

IWQOL-KidsⒸ: Korean Version의 거타당도를 

하여 사용되었고 국내 청소년의 비만과 련된 

삶의 질에 한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장원석 

등, 2006). 

본 도구는 청소년의 자가 보고지와 부모의 리 

보고지로 구성되며 각각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진

다. 4개의 역은 신체  기능(8문항), 정서  기능

(5문항), 사회  기능(5문항), 학업 기능(5문항)으로 

구성된다. 5  리커트 척도로 ‘  문제가 없음(0

)’, ‘거의 문제가 없음(1 )’, ‘가끔 문제가 있음(2

)’, ‘자주 문제가 있음(3 )’, ‘거의 항상 문제가 있

음(4 )’이며 각 문항을 0 =100, 1 =75, 2 =50, 3

=25, 4 =0으로 변환하여 수를 산출하고 총

은 0 에서 23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음을 의미한다(최은석, 2004). Varni 등(1999)은 

소아 자가보고를 인지된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측정의 표 으로 보았으나 소아의 설문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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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설문작성을 꺼리는 경우, 그리고 소아의 자

가보고 신뢰도가 .70이상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부모

의 조사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가보고지와 부모의 리보고지 기입을 

청소년과 그의 부모 는 부모 리인에게 각각 실

시하 는데 청소년 자가보고지의 응답률이 98.9%

로 높았고 그 신뢰도도 .895로 나타나 부모의 리

보고지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본 도구의 개발 당

시 신뢰도는 자가보고지가 .88, 부모 보고지는 .90

이었고(Varni 등, 2001), 최은석(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가보고지의 신뢰도는 .93이었다. 

3)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재 청소년기 우울증 선별을 하여 성인에서 

이용되는 Beck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와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가 리 사용된다. 그  소아우울척도는 

Kovacs(1985)가 Beck의 우울 척도를 소아 연령에 

알맞게 변형시킨 도구로 조수철 등(1990)에 의해 한

으로 표 화되고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4, 5, 6학년을 상으로 하

고, 내  일치도 계수가 .88로 Kovacs 등(1983)의 결

과인 .87과 비슷하 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며 지

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기보고식으

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총 의 범 는 0-5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

된다(장원석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가

보고지에만 용하 고,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 

수 70T이상의 상자들은 장원석 등(2006)의 연구

와 같이 분석에서 제외하 다.

4)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는 소아  청소년 비만 진단 기

에 있어 한국질병 리본부와 한소아과학회가 제

시한 2007년 소아  청소년 표  성장도표에 따라 

동일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체질량지수 백분 수

를 사용하 고, 2세 이상의 경우 5백분 수 미만을 

체 군, 85백분 수 이상부터 95백분 수 미만이

고 BMI 25kg/m
2
미만을 과체 군, 95백분 수 이상

이거나 BMI 25kg/m2이상을 비만군으로 정의한 김

혜련(2012)의 기 을 용하여 분류하 다. 본 연

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신장과 체 에 한 정보

는 2014년 4월부터 동년 7월에 실시된 학교건강검

진 측정치를 이용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산처리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으로는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이용하 다. 가구 풍요도는 국제 기  환

산 수로 변경 후 하 층은 0-2 , 산층은 

3-5 , 상 층은 6-9 으로 분류하 다.

2) 체 군별 인구사회학  특성은 카이제곱검정

과 유의수 (α)을 .05미만으로 하여 통계  유

의성을 검증하 고 각 셀(cell)의 기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에는 휘셔의 

정확확률검정을 이용하 다.

3) 신뢰도 검증은 내  일 성계수인 Cronbach’s 

α를 구하 다. 

4)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와 문항분석을 실

시하 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사용하

고 거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공인타당도

를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에서 Bartlett 

단 행렬검증과 KMO(Kaise-Meyer-Olkin)의 

표본 합도를 확인하 고, 주성분 분석과 

Promax회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별 내  일

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각 하 역의 신뢰도

를 살펴보았다. 요인별로 탐색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여 각 요인이 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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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구인 타당도 검증을 하여 

AMOS18.0을 활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고 도구의 실증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집 타당도와 별타당도를 확인하 다. 

거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PedsQLTM4.0 

Generic Core Scales 한 으로 측정한 수

와 본 도구 간에 피어슨 상 계수를 산출하

고, 건강체 군, 과체 군, 비만군과 체 상

자 각각에 하여 알아보았다. 

5) 상자의 제 특성과 체  련 삶의 질과의 

계를 피어슨 상 계수,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설문에 응한 총 응답자는 1000명  989명

(98.9%)이었고 이  비만과 연 되면서 삶의 질에 

향을 다고 생각되는 질환이나 특성을 갖거나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872명(남자

453명, 여자419명)의 청소년을 연구 상으로 하

다(산술평균z-BMI와 표 편차: 2.6±1, 산술평균 연

령과 표 편차: 13.9세±1.2, 남자: 51.9%).

연구 상의 연령은 16-18세가 89명(9.2%)이었고 

12-15세가 792명(90.8%)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453

명(51.9%), 여자가 419명(48.1%)으로 나타났다. 최

근 한 학기 동안 학교 결석일수는 0일이 743명

(85.2%)으로 가장 많았고 1-10일인 경우가 126명

(14.4%) 그 다음 순 고 11일 이상인 경우는 3명

(0.3%)이었다. 학업성 은 ‘상’인 경우가 320명

(36.7%), ‘ ’인 경우가 292명(33.5%)이었으며 ‘하’인 

경우는 260명(29.8%)로 나타났다. 거주상황은 832

명(95.4%)이 가족과 거주한다고 하 고 40명(4.6%)

만이 가족 이외의 거주( , 친척집, 기숙사, 보육시

설, 기타)에 해당된다고 응답하 다. 443명(50.8%)

이 상 수 , 390명(44.7%)이 간수 이었고 39명

(4.5%)만이 하 수 이었다. 한편 체 연구 상인 

872명  비만군은 148명(17%), 과체 군은 50명

(5.7%), 건강체 군은 674명(77.3%)으로 각각 나타

났다(표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72)

Item Classification N(%)

Age 12-15years 792(90.8)

16-18years  89 (9.2)

Gender Male 453(51.9)

Female 419(48.1)

Absent number of days from school last semester 0day 743(85.2)

1-10days 126(14.4)

More than 11days   3 (0.3)

School record Good 320(36.7)

Fair 292(33.5)

Poor 260(29.8)

Living condition With family 832(95.4)

Without family  40 (4.6)

Family affluence scale score High 443(50.8)

Medium 390(44.7)

Low  39 (4.5)

Body mass index Obese 148(17.0)

Overweight  50 (5.7)

Healthy weight 67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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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군별 인구사회학  특성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부분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체 군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

별에 따른 체 군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1) 크래머 이값(Cramér, 1946)은 .111로 낮

은 강도의 상 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비만하거나 건강체 인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

의하게 많았고, 과체 인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

게 많았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y BMI groups

Item
Classification Obese Overweight

Healthy 
weight

   (p) Value (p)

      N(%)

Age

12-15years

792(90.8)
138(17.4) 48(6.1) 606(76.5)

3.321

(.190)
 Kendall's 
-.027(.065)16-18years 

80(9.2)
10(12.5) 2(2.5) 68(85.0)

Gender

Male 

453(51.9)
87(19.2) 16(3.5) 350(77.3)

10.741

(.005**)

Cramer's V  

.111(.005**)Female

419(48.1)
61(14.6) 34(8.1) 324(77.3)

Absent 

number of 

days from 

school last 

semester 

No absence

742(85.1)
126(85.1) 40(80.0) 576(85.5)

1.094

(.579)

Cramer's V

.035(.579)Absence 

130(14.9)
22(14.9) 10(20.0) 98(14.5)

School 

record

Good

320(36.7)
45(30.4) 18(36.0) 257(38.1)

6.539

(.162)
Kendall's 
-.054(.084)

Fair

292(33.5)
49(33.1) 21(42.0) 222(32.9)

Poor

260(29.8)
54(36.5) 11(22.0) 195(28.9)

Living 

condition

Living with 

family

832(95.4)

140(16.8) 48(5.8) 644(77.4)
0.294

(.863)

Cramer's V 

.018(.863)
Living without 

family 40(4.6)
8(20.0) 2(5.0) 30(75.0)

Family 

affluence 

scale score

High 

443(50.8)
88(19.9) 29(6.5) 326(73.6)

7.116

(.130)
Kendall's 
.086(.008**)

Medium

390(44.7)
55(14.1) 19(4.9) 316(81.0)

Low

39(4.5)
5(12.8) 2(5.1) 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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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IWQOL-Kids
Ⓒ
: Korean Version(27문항)의 신뢰

도 검정을 하여 산출한 체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920으로 내  일치도가 높았고, 하  역별 

Cronbach’s α값은 신체  편안감 역이 .785, 신체

에 한 존 감 역이 .929, 다른 사람들과의 계 

역이 .849, 가족과의 계 역이 .766으로 각각 

나타났다. 체 군별 도구의 내  일치도는 비만군

의 하 역  신체에 한 존 감의 Cronbach’s 

α값이 .931로 다른 역에 비해 높았고 체 27개 

문항의 신뢰도는 .926이었다. 과체 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계의 Cronbach’s α값은 .941로 다른 

역보다 높았으며 체 27개 문항의 신뢰도는 

.871이었다. 건강체 군에서는 신체에 한 존 감

의 Cronbach’s α값이 .911로 다른 역보다 높았고 

체 27개 문항의 신뢰도는 .897로 나타났다. 체

군별로 보았을 때 비만군의 체  련 삶의 질에 

한 내  일치도가 .9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Table 3> Cronbach’s α value of the IWQOL-KidsⒸ : Korean Version(27items)

Scale
Number of 

items
Obese 
N=148

Overweight 
N=50

Healthy weight 
N=674

Total
N=872

신체  편안감

신체에 한 존 감

다른 사람들과의 계

가족과의 계

6

9

6

6

.752

.931

.869

.789

.680

.908

.941

.840

.774

.911

.670

.735

.785

.929

.849

.766

Total 27 .926 .871 .897 .920

신체  편안감(PC) 역의 문항 PC1 ‘나는 내 체

 때문에 가능한 한 계단 이용을 피한다’를 삭제

한 경우 건강체 군에서의 체 신뢰도가 .897에서 

.895로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만군의 체 

역, 비만군의 신체  편안감 역, 과체 군의 

체 역, 과체 군의 신체  편안감 역, 정상체

군의 신체  편안감 역과 체 체 군의 신체  

편안감･신체에 한 존 감･다른 사람들과의 계 

역의 신뢰도가 모두 높아졌으나 체 도구(27항

목)의 신뢰도는 .920으로 삭제 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신체에 한 존 감(BE) 역의 문항 BE9 

‘나는 내 체  때문에 각종 스포츠 활동(학교 체육

활동, 스포츠클럽, 방과 후 활동, 특별활동 등도 포

함)에 참여하기가 곤혹스럽다’를 삭제한 경우 신체

에 한 존 감 역에서의 모든 체 군별 신뢰도

와 신체에 한 존 감 역에서의 체 체 군에 

한 신뢰도가 증가되었으나 체 군별 체 신뢰

도와 체 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감소되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계 역(SL)의 문항 SL1 ‘내 체  때

문에 사람들이 나를 놀린다’를 삭제한 경우에는 다

른 사람들과의 계 역에서의 체 군별 신뢰도

와 다른 사람들과의 계 역의 체 체 군의 신

뢰도가 증가되었으나 체 군별 체 신뢰도와 

체 도구의 신뢰도는 역시 감소되었다. 

4. 타당도 분석

1) 문항 분석

<표 4>의 결과를 보면 각 문항에 해서 문항-

역 간, 문항-총  사이의 Pearson's coefficient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역에 속해 있는 문항들과 그 

역과의 상 계수 범 는 .580-.886이었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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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과 총 과의 상 계수 범 는 .306-.810으로 

산술평균치는 .57이었고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하

다(p<.05). 

2) 탐색  요인 분석

<표 5>와 같이 KMO 표본 합도 지수는 .913, 

Bartlett의 단 행렬검증에서 =14120.846, p=0.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합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것 에서 요인부

하량이 .5이상인 값을 기 으로 5개의 요인이 기

에 분류되었다. 분산의 설명력은 65.15%로 매우 높

았으며, 신체  편안감이 8.21%, 신체에 한 존

감이 35.90%, 다른 사람들과의 계가 10.23%, 가족

과의 계 역  문항 FR1, FR5, FR2의 세 문항

이 7.0% 그리고 가족과의 계 역  문항 FR6, 

FR4, FR3의 세 문항이 3.81%를 각각 설명하 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item-each subscale and item-total score of the IWQOL-Kids
Ⓒ
: 

Korean Version

Scale 신체  편안감
신체에 한 

존 감
다른 사람들과의 

계
가족과의 계 Total score

PC1 .625 .282 .221 .289 .409

PC2 .721 .352 .300 .354 .500

PC3 .796 .441 .385 .344 .592

PC4 .718 .316 .380 .296 .483

PC5 .722 .343 .387 .272 .500

PC6 .750 .454 .403 .214 .579

BE1 .411 .849 .393 .321 .783

BE2 .405 .844 .404 .364 .786

BE3 .399 .831 .429 .332 .774

BE4 .337 .800 .370 .313 .729

BE5 .422 .886 .408 .290 .810

BE6 .443 .801 .455 .347 .772

BE7 .469 .760 .456 .371 .753

BE8 .431 .830 .433 .353 .786

BE9 .446 .580 .519 .379 .638

SL1 .464 .543 .789 .318 .660

SL2 .399 .433 .834 .258 .571

SL3 .295 .326 .831 .284 .475

SL4 .359 .383 .802 .274 .524

SL5 .318 .340 .760 .356 .487

SL6 .343 .326 .771 .253 .473

FR1 .331 .357 .275 .811 .465

FR2 .332 .288 .259 .703 .402

FR3 .260 .196 .317 .627 .325

FR4 .255 .238 .301 .700 .358

FR5 .331 .375 .265 .812 .475

FR6 .175 .231 .217 .580 .306

Note: p<.05 all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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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incipal component, Promax rotated factor matrix of the IWQOL-KidsⒸ:

Korean Version(27items)

문항
신체에 한 존 감

Cronbach’s α
=.929

다른 사람들과의 계
Cronbach’s α

=.849

신체  편안감
Cronbach’s α

=.785

가족과의 계
Cronbach’s α

=.766
Communality

BE5 .891 .804

BE1 .856 .740

BE2 .851 .730

BE3 .831 .696

BE8 .820 .675

BE4 .799 .648

BE6 .787 .627

BE7 .750 .584

BE9 .560 .451

SL3 .881 .784

SL5 .828 .719

SL4 .824 .681

SL2 .810 .681

SL6 .802 .646

SL1 .624 .533

PC3 .838 .704

PC2 .775 .620

PC4 .773 .617

PC5 .724 .533

PC6 .698 .528

PC1 .508 .282

FR4 .762 .596

FR1 .750 .598

FR3 .738 .584

FR2 .720 .543

FR5 .662 .506

FR6 .656 .453

Eigenvalue 9.692 2.763 2.218 1.889

P.V 35.896 10.233 8.215 6.997

C.P.V 35.896 46.129 54.344 61.342 ･

KMO .913

Bartlett's Test =14120.846    =.000

Note: P.V: Percentage of variance

C.P.V: Cumulative percentage of variance

KMO: Kaise-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Bartlett's test: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Kolotkin 등(2006)은 원 도구의 개발 당시 3개에

서 5개의 요인 분류 가능성을 고려해 요인부하량, 

교차 재(Cross-loading)의 패턴 검정을 실시한 후

에 최종 으로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 다. 그 이

유로는 첫째, 정 수의 항목들로 이루어진 4개의 

요인들은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하게 구별되었고 

개념 으로도 설명력이 있었으며, 둘째, 네 번째 요

인과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이 가족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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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elations) 역을 설명해주어 내용상 서로 

유사하 고 셋째, 다섯 번째 요인의 문항 수가 

었기 때문에 결국 네 번째 요인과 다섯 번째 요인

을 단일 요인으로 재하 다. 본 연구에서도 원

자와 같이 기에 5개의 요인이 분류되었으나 4개

의 요인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 다. 원 자와 같

은 이유 이외의 부가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네 번째 요인  가족과의 계와 내용상 련

된 문항인 ‘내 체  때문에 내 가족은 나를 차별 

우한다(FR1)’, ‘내 체  때문에 내 가족은 몰래 내 

흉을 본다(FR2)’, ‘내 체  때문에 내 가족은 나를 

놀린다(FR5)’와 다섯 번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 

‘내 체  때문에 내 가족은 나를 창피하게 여겨서 

한 가족처럼 해주지 않는다(FR3)’, ‘내 체  때문

에 내 가족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FR4)’, ‘내 체  때문에 내 가족은 나와 함께 사람

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린다(FR6)’을 포함한 두 요

인들 모두 체 과 련된 청소년의 ‘가족과의 계’

에 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문맥상 유

사성이 있고 둘째, 네 번째 요인(FR1, FR5, FR2)과 

다섯 번째 요인(FR6, FR4, FR3)을 한 요인으로 보

고 고유값과 계없이 추출할 요인의 수를 네 개로 

사 에 고정한 후 패턴 검정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한 구분을 보여주었

으며 셋째, 다섯 번째 요인의 설명변량이 3.8%로 

미약하므로 네 번째 요인과 다섯 번째 요인을 하나

의 요인으로 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

었다. 

결론 으로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한 도구의 체

설명변량은 61.34%로 5개의 요인 모델에 비해 다

소 감소되었으나 여 히 높았고, 고유값은 1.889이

상에서 추출되었으며 신체  편안감이 8.22%, 신체

에 한 존 감이 35.90%, 다른 사람들과의 계가 

10.23%, 가족과의 계가 7.0%를 설명하 다(표 5).

도구의 각 문항과 요인과의 상 계를 나타내

는 요인 재량은 일반 으로 ±0.30이상 는 

±0.40 이상이면 합하다고 간주되었는데(Polit와 

Hungler, 1991)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구의 요

인 재량은 모두 0.5이상을 보여 문항과 요인과의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은 그 변

수의 분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데 신체  편안감 역의 항목PC1의 

경우 .282로 .30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신체  편안

감 역의 신뢰도가 .785이었고 체도구의 신뢰도

가 .920으로 매우 높았으므로 이 문항을 제거하지 

않고 확인  요인분석을 시도하 다.

3) 확인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은 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얼

마나 잘 반 해 주는지 알아보기 한 분석방법이

다. 4개의 요인  신체  편안감에 포함되는 문항 

PC1 ‘내 체  때문에 나는 가능한 계단이용을 피한

다’의 Critical ratio값이 11.255이상으로 유의수  

.001로 유의하 으나 표 화 계수가 .431로 .5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문항 PC1의 제거 후 재분석하기로 결정하

다. 첫째, 이 문항 이외에도 신체  편안감 역을 

설명할 문항이 5개로 많이 존재하고 둘째, 신체  

편안감의 구성개념에 미치는 향이 으며 셋째, 

탐색  요인분석 결과 문항 PC1의 공통성이 .282로 

낮았고 다섯째, 역별 내  일치도의 개선이 뒤따

랐다는 이다. 

재분석 결과는 <표 6>이 보여주듯이 4개 요인

의 표 화 계수가 모든 경로에서 .5이상으로 좋은 

값을 보 고,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신체  편안감에서 .818, 신체

에 한 존 감에서 .680,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

서 .893, 가족과의 계에서 .915로 산출되어 모두 

.5이상을 보여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지되

었다. 개념신뢰도 값은 신체  편안감에서 .957, 

신체에 한 존 감에서 .956,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서 .980, 가족과의 계에서 .985로 산출되어 

모두 .7이상을 보여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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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WQOL-KidsⒸ: Korean Version(27items) Convergent Validity(26items as PC1 deleted)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d. 
Error.

Critical 
ratio

Standardized 
Coefficients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struct 
Reliability

신체  
편안감→PC6

1.000
(1.000)

- - -
.633
(.635)

.751

(.818)

.946

(.957)

신체  
편안감→PC5

.766
(.767)

.048
(.048)

15.929
(15.944)

.000
(.000)

.648
(.651)

신체  
편안감→PC4

.550
(.549)

.033
(.033)

16.881
(16.880)

.000
(.000)

.699
(.700)

신체  
편안감→PC3

.872
(.869)

.046
(.046)

18.911
(18.847)

.000
(.000)

.826
(.826)

신체  
편안감→PC2

.640
(.638)

.036
(.036)

17.550
(17.517)

.000
(.000)

.737
(.737)

신체  
편안감→PC1

.669
( - )

.059
( - )

11.255
( - )

.000
( - )

.431
( - ) 

신체에 한 
존 감→BE6

1.000
(1.000)

- - -
.762
(.762)

.744

(.680)

.963

(.956)

신체에 한 
존 감→BE7

.880
(.880)

.040
(.040)

21.964
(21.961)

.000
(.000)

.714
(.714)

신체에 한 
존 감→BE8

.981
(.981)

.039
(.039)

24.900
(24.893)

.000
(.000)

.795
(.795)

신체에 한 
존 감→BE9

.345
(.345)

.021
(.021)

16.242
(16.235)

.000
(.000)

.544
(.544)

신체에 한 
존 감→BE5

1.165
(1.165)

.041
(.041)

28.209
(28.205)

.000
(.000)

.881
(.881)

신체에 한 
존 감→BE4

.975
(.975)

.041
(.041)

24.003
(24.004)

.000
(.000)

.770
(.771)

신체에 한 
존 감→BE3

1.001
(1.001)

.039
(.039)

25.491
(25.487)

.000
(.000)

.810
(.810)

신체에 한 
존 감→BE2

1.004
(1.004)

.038
(.038)

26.468
(26.462)

.000
(.000)

.836
(.836)

신체에 한 
존 감→BE1

1.215
(1.215)

.046
(.046)

26.165
(26.159)

.000
(.000)

.828
(.828)

다른 사람들과의 
계→SL6

1.000
(1.000)

- - -
.733
(.733)

.885

(.893)

.979

(.980)

다른 사람들과의 
계→SL5

.889
(.889)

.039
(.039)

22.538
(22.526)

.000
(.000)

.778
(.778)

다른 사람들과의 
계→SL4

.977
(.977)

.043
(.043)

22.934
(22.928)

.000
(.000)

.791
(.791)

다른 사람들과의 
계→SL3

.761
(.761)

.030
(.030)

25.185
(25.175)

.000
(.000)

.868
(.868)

다른 사람들과의 
계→SL2

1.202
(1.203)

.052
(.052)

22.991
(22.985)

.000
(.000)

.793
(.793)

다른 사람과의 
계→SL1

1.479
(1.480)

.083
(.083)

17.736
(17.730)

.000
(.000)

.618
(.618)

가족과의 
계→FR6

1.000
(1.000)

- - -
.513
(.513)

.742

(.915)

.945

(.985)

가족과의 
계→FR5

2.620
(2.615)

.202
(.202)

12.951
(12.948)

.000
(.000)

.649
(.649)

가족과의 
계→FR4

1.235
(1.235)

.093
(.093)

13.248
(13.248)

.000
(.000)

.678
(.678)

가족과의 
계→FR3

.757
(.757)

.059
(.059)

12.771
(12.781)

.000
(.000)

.634
(.634)

가족과의 
계→FR2

1.193
(1.191)

.090
(.090)

13.213
(13.217)

.000
(.000)

.675
(.675)

가족과의 
계→FR1

2.114
(2.112)

.153
(.153)

13.837
(13.843)

.000
(.000)

.745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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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Degree of obesity Degree 
of 

freedom
p value

Gender

t value
Degree 

of 
freedom

p value
Obese

Over-wei
ght

Healthy 
weight

Male
(n=453)

Female
(n=419)

신체  편안감 89.2±13.1 97.1±5.4 97.9±6.7 869 .000† 96.88±9.0 96.72±8.5 .265 870 .791

신체에 한 존 감 75.0±23.2 78.5±20.4 92.2±13.8 869 .000† 93.05±14.5 83.58±19.3 8.151 772.50 .000

사람들과의 계 92.4±12.9 96.1±11.6 99.1±3.5 869 .000† 98.07±6.25 97.57±8.09 1.015 870 .310

가족과의 계 97.4±6.3 97.8±5.2 99.2±3.9 869 .000† 99.38±3.60 98.29±5.30 3.537 729.66 .000

Total score 87.1±12.3 90.3±8.4 96.6±6.3 869 .000† 96.4±7.4 92.7±9.5 6.330 791.75 .000

Note: Data were describ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p< .05 Dunnett’s post hoc test

Score range: 0-100

<Table 7> Comparison of IWQOL-Kids
Ⓒ
: Korean Version(26items) score between male and female, 

among BMI groups

4) 별타당도 검증

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평균분산추출값

(AVE) 에서 잠재변수 간의 상 계수의 제곱(∅2)

보다 큰 값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요인 간의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이는 ‘신체  편안감과 신

체에 한 존 감’간의 상 계수는 .53이었고, 신체

 편안감의 AVE값은 .818, 신체에 한 존 감의 

AVE는 .680이므로 두 AVE값이 상 계수의 제곱 

.281보다 모두 크므로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5) 거타당도 검증

문항 PC1을 제거한 후 26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

구와 PedsQL
TM

4.0으로 측정한 총 과의 상 계

수는 .346(p<0.001)으로 등도 정도의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특히 비만군에서는 본 도구

와 PedsQL
TM

4.0간의 상 계수가 .634(p<0.001)

로 높은 거타당도를 보 고, 건강체 군에서

도 .353 (p<0.001)으로 등도 정도의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한편 과체 군에서는 본 도

구와 PedsQL
TM

4.0간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5. 신뢰도의 재검증

문항 PC1을 제거한 후 26문항으로 구성된 본 도

구의 신뢰도 검정을 해 하부 역별, 3개의 체

군별, 그리고 체도구의 Cronbach’s α값을 구하

다. 하부 역별 Cronbach’s α값은 신체  편안감 

역에 한 체 체 군의 경우 .808이었고 모든 

체 군(비만군은 .779, 과체 군은 .771, 건강체 군

은 .805)에서도 증가하 으며 비만군과 과체 군에

서 체도구 Cronbach’s α값이 .928, .875로 각각 증

가하 다. 한편 건강체 군에서는 체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95로 약간 감소하 고 그 이외

의 신뢰도 값은 변화가 없었다. 체도구(26문항)

의 신뢰도는 .920으로 27문항의 신뢰도와 동일하

다. 본 연구에서 거타당도 검증을 해 사용한 

PedsQL
TM

4.0의 Cronbach’s α값은 .89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6. 상자의 제 특성과 체  련 삶의 질과의 

계

<표 7>이 보여주듯이 다 집단비교법을 이용하

여 체 군별로 본 도구(26문항) 총 의 평균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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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각 역별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 즉 건강체 군

에서 비만군으로 갈수록 각 역별 그리고 체

인 체  련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한 

성별에 따른 본 도구(26문항)의 4개의 각 역별 

수와 총 과의 계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p<0.001) 체 인 체  련 삶

의 질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낮았고, 

신체에 한 존 감 역과 가족과의 계 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p<0.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국외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개발된 

27개 문항의 체  련 삶의 질 측정도구(IWQOL- 

KidsⒸ)의 한국어 버 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만12세부

터 18세의 고등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청소년

의 언어 , 사회문화  정서를 고려하여 이해가능

하고 립 인 어휘를 지향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비조사와 문가 집단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알아보았고, 신뢰도와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개

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도 검증을 하여 실시한 

27문항의 역별 내  일치도 Cronbach’s α의 범

는 .766-.929이었고 도구의 체 신뢰도는 .920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 타당도 분석 결과 문항

PC1의 표 화계수가 .431로 .500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이 문항을 제거한 후 재분석한 결과 26문항의 

역별 내  일치도 Cronbach’s α의 범 는 

.766-.929이었고 도구의 체 신뢰도는 .920으로 27

문항의 신뢰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다만 신체

 편안감 역의 신뢰도가 .785에서 .808로 약간 

증가하 다. 이는 Kolotkin 등(2006)이 개발한 원 

도구의 역별 내  일치도 Cronbach’s α계수의 범

 .880-.950과 도구의 체 신뢰도 .950의 값과 비

교해 보았을 때 원 도구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신뢰

성을 지닌 도구임을 지지해 주었다. 

타당도 검증을 하여 실시한 내용타당도(CVI)

의 결과 100%의 합의율을 확인함으로써 내용의 타

당도가 있다고 지지되었다.

27개 문항- 역 간, 27개 문항-총  사이의 피어

슨 상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역에 속해 있

는 문항들과 그 역과의 피어슨 상 계수 범 는 

.580-.886이었고, 문항들과 총 과의 상 계수 범

는 .306-.810으로 산술평균치는 .570이었다.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하여(p<0.05) 타당도가 있다고 지지

되었다.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과 다 집단비교법에 의

하여 검증하 다. 27문항으로 실시한 탐색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이들 

요인의 체설명변량은 원 도구의 71%보다는 낮았

으나 61.34%로 높았다. 체 도구의 공통성

(Communality)값의 범 는 .282-.804이었는데 신체

 편안감 역의 문항PC1‘나는 내 체  때문에 가

능한 한 계단이용을 피한다’의 공통성값은 .282로 

.500보다 낮았고 체 문항 에서도 가장 낮은 값

을 보여 이 문항을 제거하고 재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구의 공통성 값의 범 는 .451-.804이었고 

체설명변량도 62.86%로 높아졌다. 원 도구의 경

우 문항PC1‘Avoid stairs'의 요인부하량은 .76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508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문항PC1은 낮은 공통성 값을 보 고 

이 문항의 제거 시에 도구의 체설명변량이 다소 

증가되기는 하 지만 증가의 폭이 크지는 않았고 

체설명변량에 치명 이지 않았으므로 문항PC1

을 제거하지 않고 확인  요인분석을 시도하기로 

하 다. 구성 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한 확인  

요인분석에서 신체  편안감 역의 문항PC1‘나는 

내 체  때문에 가능한 한 계단이용을 피한다’의 

Critical Ratio값이 11.255로 통계 으로는 유의하

으나(C.R>1.965) 표 화 계수가 .4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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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aggozi 등(1998)이 일반 으로 제시한 표

화 계수 .50-.95보다 낮은 결과 고, 문항PC1을 제

거할 경우 평균분산추출값과 개념신뢰도 값이 높

아지고, 구성개념의 의미 변화에도 큰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요인 

구조는 단순한 구조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Nunnally와 Bernstein, 1994)는 제안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문항 PC1을 제거하기로 결정하 다. 

결론 으로 문항 PC1이 제거된 26문항으로 구성된 

4개 요인의 표 화 계수는 모든 경로에서 .50이상

으로 좋은 값을 보 고,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든 요

인에서 .50이상을 나타내었으며 개념신뢰도 값 역

시 모든 요인에서 .70이상을 보여 집  타당도가 

있다고 지지되었다.

이 시 에서 본 연구자는 문항 PC1의 제거와 

련하여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계단

이용문제가 비만인의 신체  불편감을 측정하기 

한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역인가 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비만과 련된 신체  불편감은 요

한 건강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박혜순 등, 2003; 

Peeters 등, 2004) 청소년 비만과 련된 연구는 제

한 이며(Kolotkin 등, 2006; 최선화, 2009; 박 길

과 김경원, 2012) 특히 체 과 계단이용 간의 련

성에 한 연구문헌은 매우 제한 이었다. 로 박

혜순 등(2003)의 성인 상 한국형 비만 련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보면 일상생활 역 

L(1)'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와 ‘맞는 옷이 없어 

옷 입기가 불편하다’의 내  일치도가 .5로 다른 

역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보 고, 김이순과 김 혜

(2001)의 비만 청소년 상 스트 스  처방법

측정도구개발 연구에서는 스트 스 도구의 6요인 

 ‘체육시간이 부담스러움’, ‘운동하는 것이 힘듦’ 

등의 운동능력 역은 포함되었으나 계단이용과 

련된 문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연구 상자들의 비만 정도의 차이가 이 문항의 신

뢰도와 타당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로 박혜순 등(2003)은 서구인에서의 비만

련 증상들과 한국인에서의 비만 련 증상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구인에서는 고도 비만인

(BMI≥30-51)을 상으로 시행된 연구인 반면 국

내에서는 서구인보다 비만의 정도가 경미하 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해석하 고, 최선화 등

(2009)의 연구에서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신체  스

트 스 역의 분석결과 신체  불편함으로 오는 

스트 스가 경도비만 아동에 비해 등도･고도비

만 아동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 다. 마지막

은 원 도구 개발 시 과  시 간의 간극에 따른 

다양한 생활환경 변화와 개인차의 고려에 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이 어느 정도 해당 

역을 표하는가를 측정하여 문항을 이거나 오

류가 있는 문항을 선별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문항

분석(박혜순 등, 2003)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역에 

속한 항목들의 개별 수와 해당 역의 총 수와

의 상 계수 범 는 .580-.849이었고, 체도구의 

총 과는 .409-.886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PC1

과 신체  편안감 역과의 상 계수는 .625이었고 

체도구의 총 과의 상 계수는 .409로 나머지 항

목들과 총 과의 상 계수  가장 낮았는데 이는 

문항PC1‘나는 내 체  때문에 가능한 한 계단이용

을 피한다’가 비만과 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한 특이  문항일 가능성도 있지만 비만하지 않

더라도 성별, 연령, 성격특성, 개인의 비활동  생

활습 , 휴 폰 등의 사용증가와 련된 여가시간

활동과 사회의 비활동  환경 등의 요인들에 

의해 향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박 길과 김경원, 2012)

를 보면 학년, 개방 이고 친화 인 성격의 남자

청소년이 신체활동에 더욱 극 임을 보여주었다. 

원 도구의 신체  편안감 역은 청소년의 일상생

활에서 특이 으로 체 이 신체 인 기동성과 편

안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개인의 인지

를 사정하 으나 발 된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비만 청소년과 계단이용 간의 련성에 해서

는 생리  특성, 유  특성, 여가시간활동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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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이 반 된 다양

한 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체  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써의 유의미성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셋째, 체 군별 IWQOL-KidsⒸ: Korean Version

의 4개의 각 역별 수와 총 과의 계를 살펴

본 결과 건강체 군에 비해 과체 군의 체  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고(p<0.001), 비만군의 체  

련 삶의 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하  

역인 신체  편안감, 신체에 한 존 감, 다른 

사람들과의 계, 가족과의 계에서도 결과는 동

일하게 나타났다(p<0.001). 본 결과는 원 도구의 정

상체 군, 험체 군과 비만군별 표 화 체질량지

수와 각 역의 수와 체도구의 수 간의 역비

례  평균차이가 유의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

고 있다.
 

성인을 상으로 한 체  련 삶의 질 측정도

구인 IWQOL-Lite(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Lite)는 31문항의 5 역 즉, physical function, 

self-esteem, sexual life, public distress, work 등으

로 구성(Kolotkin 등, 2001)된 반면 IWQOL-KidsⒸ

는 IWQOL-Lite의 일부 역과 유사하지만 몇 몇 

문항들은 청소년기 발달상의 핵심 쟁 인 학교와 

래 환경에 을 두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의 왕따나 낙인의 문제가 몸무게와 같은 외형

과의 련성(남상우, 2010)이나 체 과 련된 좁

은 친구 계(Strauss와 Pollack, 2003) 등의 연구결

과는 체질량지수와 다른 사람들과의 계 역에

서 역상  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한편 비만한 청소년과 가족 계의 상 성에 한 

외국의 기연구를 보면 Banis 등(1988)은 비만인 

소아가 가족 간 갈등, 혼란, 부모의 무시 같은 특징

의 장애가 있는 가족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고, Neumark-Sztainer 등(Neumark-Sztainer 

등, 1998)은 평균 BMI 33.6인 아 리카계 미국인과 

코카사스인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방하는 명명

(name calling), 놀림(teasing)과 같은 직 이며 

의도 인 낙인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 으며, 고

의성은 약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상처가 되

는 말이나 행동도 있었다고 보고하 다. Kolotkin 

등(2006)은 비만한 청소년의 가족 계에서는 낙인, 

배제나 수치 등의 특징이 있었다고 하 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아동 비만이나 과체 은 가족 내 부

정 인 상호작용(Neumark-Sztainer 등, 1998)과 같

은 가족기능장애와 연 이 있다고 보았으나  다

른 연구에서는 이같은 가정을 지지하지 못하 다. 

로 “김진경 등(2008)은 남자의 경우 청소년 비만

군의 가족기능이 정상 체 군보다 더 좋았다”는 결

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는 불일치되고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연구결과는 체 과 련된 사회문화

인 차이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IWQOL-KidsⒸ 

:Korean Version의 4개의 각 역별 수와 총 과

의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1). 체  련 삶의 질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낮았고 특히 신체에 한 존 감 역과 가족과의 

계 역에 있어서도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낮

게 나타났다(p<0.001). 외국 연구에서도 신체에 

한 존 감 역에서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

(Kolotkin 등, 2006; Banis 등, 1988)가 낮았는데 이

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본 연구

에서 개발된 IWQOL-Kids
Ⓒ
: Korean Version은 연

구 상자의 선정에 있어 학교기반에 제한되었으

므로 체 조 로그램 제공 사  사후, 지역사회, 

병의원, 다문화 가정, 도농지역 등 다양한 상, 연

령, 성별, 비만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구풍요도에 의한 본 연구 상의 

특성을 보면 상 층과 층에 비해 하 층의 비

만 유병률이 상당히 낮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

화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차후 다양한 경제수

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에 그쳤으나 도

구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측정하기 한 추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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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원 자의 연구결

과와 마찬가지로 건강체 군에서의 천장효과 가능

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건강 체  청소년의 경우 

비만 청소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 이 일상

인 기능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식, 

폭식 등의 식이장애, 여자청소년의 다낭성 난소증

후군과 같은 신체문제, 학업성  같은 다양한 변인

들과 체 과의 계에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Ⅴ. 결론

결론 으로 원 자가 제시한 27문항 도구에서 

문항 PC1을 제외한 26문항의 도구(IWQOL-KidsⒸ: 

Korean Version)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

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IWQOL-KidsⒸ: Korean 

Version(26문항)은 한국청소년의 언어 ･사회문화

 배경을 고려한 청소년의 체  특이  삶의 질을 

측정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다차원  도구

라는 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보건교육 장에서는 본 도구를 이용하여 

체 과 련된 삶의 질 측정이 가능하며, 그 결과

를 근거로 비만청소년군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신

체 ･심리 ･사회  재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특히 비만 여자청소년군

을 상으로 한 재 개발 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체 과 련하여 더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특성

에 해 심도 있는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만은 단기간의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

정요법만으로는 극복이 단히 어려운 만성질환이

며 특히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의 삶까지 상당

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본 도구는 비만에 한 기존의 

단면 인 근을 벗어나 신체에 한 존 감 향상, 

건강한 래 계유지와 가족들의 지지가 동반된 

다차원 인 재의 개발을 돕고, 비만청소년군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략 인 재법의 개발과 연

구에 기여하는 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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