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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Eating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successful weight control behaviors during obesity treatment. The 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 (WEL) is an
internationally used measure of eating self-effica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WEL (K-WEL) and verify face validity.
Methods: According to previously published guidelines, the cross-cultural translation was
conducted through organizing the expert committee, translation, back-translation, synthesis, grammar review, and final synthesis. Following the translation of the WEL into
Korean, face validity was performed for 35 subjects.
Results: After all the versions of the questionnaire were examined, the translated WEL
questionnaires were finally synthesized and licensed by the developer in writing. Regarding
the translated WEL questionnaires, seven out of 35 subjects (20%) offered ideas about ambiguous expressions in them. All four points indicated in the face validity verification were
additionally modified for greater clarity and understanding.
Conclusions: We developed the Korean version of WEL and completed face validity. In future research,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further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WEL.
Key Words: 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 Self efficacy, Eating self-efficacy,
Obesity management, Cross-cultural comparison

타났다4). 비만의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식이 자기 효능감

서론

(eating self-efficacy)은 성공적인 체중 조절 행동에 중요한
2

비만(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34.1%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5,6).

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1), 2차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당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뇨 등 대사질환,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일부 암의 발생을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

2)

증가시키는 질환이다 . 비만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감을 의미하며7),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체중 감량을 시도하나, 그중 약 15%만이 감량에 성공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신감과는 구분

3)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체중 감량이 성공한 이후에도

된다8). 하위 개념인 식이 자기 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상

약 1/3은 1년 이내에 원래의 체중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

황에서 자신의 식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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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뜻하며9), 높은 식이 자기 효능감은 비만 치료의 중

개발된 K-WEL 설문지는 한국인 비만 환자의 치료와

도 탈락률을 낮추고, 체중 감량 시도 및 감량 후 유지의 성

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의 도구로써 널리 활

10,11)

공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 Foreyt 등 은 1년

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간의 체중 변화 연구에서 식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체
중 증가율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이 자기 효능감은 자기 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측정 가
능하며, 국내외에서 자주 사용되는 측정 도구로는 체중 효능
감 생활습관 설문지(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
13)

WEL) 와 식이 자기 효능감 척도(Eating Self-Efficacy Scale,
9)

13)

1.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횡문화적 번역 및 안면 타당
도 검증 결과의 분석 등 설문지 개발에 참여하였다. 위원

ESES) 가 있다. 특히 WEL 설문지는 1991년 Clark 등 에 의

회는 척도 개발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 2인, 비만 치료

해 개발된 대표적인 식이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로써, 임상에

임상 경험 3년 이상인 한방 전문의 2인, 그리고 한의사 일

서 활용도가 높아 스페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란 등 여

반의 1인으로 구성되었다.

14-17)

.

모든 번역 과정 단계에서 번역가, 국어학자의 의견을 검

WEL 설문지는 제시된 상황 내에서 먹고 싶은 욕구를 얼

토하였고, 영문 및 한글 사이의 문화적 불일치는 합의를

마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식이 자기 효능감을 평가한다.

통해 일치시켰으며, 안면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

총 20문항의 10점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개의 요인,

정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취합 과정

즉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s), 용이성(availability), 사

에서 Guillemin 등21)이 제시한 의미적, 관용적, 경험적 그리

회적 압력(social pressure), 신체적 불편(physical discomfort),

고 개념적인 등가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 활동(positive activities)으로 분류되었다. 신
뢰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각 요인에 따라 0.70
13)

(긍정적 활동)~0.90 (사회적 압력)으로 검증되었다 .

2. 횡문화적 번역
원문과 한국어판에서 각 문항에 대한 동일한 답변이

그러나, WEL 설문지는 미국 문화권에서 개발 및 연구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 번역이 아닌,

가 행해졌기 때문에 국내 비만 환자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

문화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이 교차된 방식의 번역을

는 어려움이 있다. 상이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된

하였다. 이를 위해 횡문화적 번역 지침19)에 기초하여 아

설문지가 번역판과 등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 번

래의 단계들을 거쳐서 번역을 완성하였다.

18)

역이 아닌 횡문화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 비교적 엄
격한 번역 연구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횡문화적 번

1) 1단계(초기 번역): K-WELver0

역 혹은 횡문화적 적용이라고 한다19). 기존에 Kim20)은 과

초기 번역 과정은 10년 이상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한

체중 아동에 대한 식이 효능감 연구에서 WEL 설문지를 번

경험이 있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만 20세 이상의 한

역하여 사용하고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밝혔으나, 횡문화적

국인 번역가 4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WEL 설문지 원문을

번역 과정 및 신뢰도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았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식이 자기 효능감은 국외에서 체중 감량 및 유지 단계에

2) 2단계(총합): K-WELver1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측정 및 평가의 중요성

번역된 K-WELver0에 대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4개 번역

에 대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만

본을 비교, 대조하고 의견을 절충하여 하나의 번역본으로

환자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판 WEL 설문지(The Korean ver-

총합하였다.

sion of WEL, K-WEL)를 개발하기 위하여, 횡문화적 번역
지침19)에 기초하여 WEL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으

3) 3단계(역 번역): K-WELver2

며, 안면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여 문화적 내용 타당도를

K-WELver0의 번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10년 이상

연구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에
www.jkom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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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통한 만 20세 이상의 한국인 번역가 2인에게 상호 독립

한국 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동양

적으로 K-WELver1을 영어로 역 번역하게 하였다.

문화권 특유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을 참작하였다.
초기 번역 과정에서 7번 문항은 대부분 ‘다양한 음식이

4) 4단계(취합): K-WELver3

옆에 있을 때’로 번역되었으나 전문가들은 한국 정서 상

역 번역된 K-WELver2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가 2개의

‘옆’보다는 ‘앞’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역 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하여 문화적인 동일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음식이 앞에 있을 때’로 수정하였다. 12번 문항의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party’는 사전적 정의22)와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
여, ‘모임(행사)’으로 번역하였다. 19번 문항의 ‘I feel un-

5) 5단계(국문법 검토): K-WELver4

comfortable’은 ‘불편함을 느낄 때’로 번역되었다. 본 문항

K-WELver3에 대해 국어국문학 학위 소지자 2인이 문법

은 요인 분석상 ‘신체적 불편(physical discomfort)’으로 분

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표현을 재수정하였다.

류13)되나, 한국어 표현에서는 심리적 불편으로 받아들이
기 쉽다는 의견이 있어 총합 과정에서 ‘몸이 불편할 때’

6) 6단계(최종 취합): K-WELver5

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위원회가 원문, 번역본, 역 번역본 그리고 국문

역 번역 과정에서 K-WELver3 7번 문항의 ‘앞에 있을 때’

법 검토본을 평가하여 버전 간의 불일치 요소를 합의하여

가 원문과 달리 ‘in front of me’로 번역되었다. 전문가들은

일치시키고, 최종 취합을 이끌어냈다.

‘available’의 동의어가 ‘obtainable, accessible, within easy
reach’이라는 점과23), 동등한 내용을 문화적으로 수정했다

3. 안면 타당도 검증
횡문화적으로 번역된 K-WELver5 설문지에 대해 35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일반

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역 번
역본에 대한 취합본인 K-WELver3은 K-WELver1과 동일하
였다.

인 35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37.00±10.56세이며, 남자는

국어 문법 검토 과정에서 K-WELver5의 12번 문항은 ‘모

총 15명으로 평균 연령은 34.00±7.40세였고 여자는 총 20

임(행사)에 참석했을 때’로 수정하였다. ‘모임(행사)에 있

명으로 평균 연령은 39.25±12.10세였다.

을 때’가 직역이기는 하나, 어색한 표현이라는 국어학자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고, 답변 과정에서 이

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였다. 13번 문항은 의미 전달이

해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 문항 아래의 빈칸에

명확하도록 목적어를 제시하라는 국어학자들의 권고를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검증 후 지적된 사항에 대

반영하여 ‘음식을 강요할 때에도’로 수정하였다. 19번 문

하여 전문가들은 재검토하고 최종 취합하였다.

항에서 ‘몸이 불편할 때’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용례 상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할 수 있다는 국어학자들의 의견

4. 설문지의 개발 및 사용 허가
본 연구에 사용된 WEL의 개발자는 현재 메이요 클리닉
(Mayo Clinic)에 재직 중인 Matthew M. Clark이다. 연구자

을 반영하여 ‘몸에 불편감을 느낄 때’로 수정하였다.
WEL 설문지 원문 및 횡문화적 번역 과정을 마친
K-WELver5의 비교는 Appendix 1과 같다.

들은 횡문화적 번역 후에 Matthew M. Clark과 서면 교신을
하였으며, 그 결과 본원에서 한국어판 WEL 설문지를 개발
및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면 허가를 받았다.

2. 한국어판 WEL 설문지의 안면 타당도 검증
안면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일반인 35명 중 28명(80%)
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

결과 및 고찰

하였고, 7명(20%)이 일부 문항의 불분명한 의미 전달 및
표현의 어색함을 지적하였다.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총

1. WEL 설문지의 횡문화적 번역

4항목에 대해 위원회가 재검토하였다.

횡문화적 번역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위원회는 원문의

K-WELver6에서 3번 문항은 무엇을 거절하는지 의미가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기초로 하되,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을 거절해야 할지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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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정하였다. 16번 문항은 무엇을 실패했는지 의미가
24)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실패’의 사전적 정의 에 근거

tistics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하여 ‘계획이나 일 등이 실패했을 때’로 수정하였다. 또한

Examination Survey (KNHANES V-7). Seoul : Korean

문법 검토 과정에서 수정되었던 19번 문항을 다시 ‘몸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불편함을 느낄 때’로 수정하였다. 전문가들은 ‘감(感)’과
‘느낌’이라는 의미 중복에 의해 어색함이 느껴진다고 판
단하였다. 안면 타당도 검증의 결과는 Appendix 2와 같다.
최종 취합 과정에서 K-WELver6의 5번 문항에 대해 ‘텔
레비전을 볼 때’가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스마트

2. Kopelman P.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overweight
and obesity. Obesity Reviews. 2007 ; 8(1) : 13-7.
3.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3-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6). Seoul :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폰으로 인해 전체 가정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

4. Butryn ML, Webb V, Wadden TA. Behavioral treatment

으며,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에서도 스마트폰이 중요한 플

of obesity.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Clinics of

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따라서, 본 문항

North America. 2003; 32(4) : 981-1003.

은 시대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텔레비전, 스마트폰 및
영상물을 볼 때’로 최종 수정하였다
안면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 및 취합 과정을
마친 한국어판 WEL 설문지 최종본(K-WELver6)은 Appendix 3
에 제시하였다.
개발된 K-WEL 설문지는 한국인 비만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 및 평가 도구
로서 높은 활용도를 기대한다. 향후 K-WEL 설문지는 과
체중 및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Linde JA, Rothman AJ, Baldwin AS, Jeffery RW. The
impact of self-efficacy on behavior change and weight
change among overweight participants in a weight loss
trial. Health Psychology. 2006 ; 2(3) : 282-91.
6. Choo JN, Kang HC. Predictors of initial weight loss
among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a path model
using self-efficacy and health-promoting behaviou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5 ; 71(5) : 1087-97.
7.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 ; 84(2) :
191-215.
8. Bandura 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

결론

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986 ; 4(3) : 359-73.

1. WEL 설문지는 횡문화적 번역 지침 및 국제적인 권

9. Shirley MG, Audrey JR. The development and vali-

고 사항에 의거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저자의

dation of an eating self-efficacy scale. Cognitive Therapy

사용 허가를 받았다.

and Research. 1986 ; 10(4) : 403-20.

2. 횡문화적 번역 과정을 마친 WEL 설문지는 일반인

10. Mitchell C, Stuart RB. Effect of self-efficacy on drop-

35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지

out from obesity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적받은 4개 부분을 모두 수용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어판 WEL 설문지는 한국의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횡문화적 번역 및 안면
타당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Clinical Psychology. 1984 ; 52 : 1100-1.
11. Blair AJ, Booth DA, Lewis VJ, Wainwright CJ. The
relative success of official and informal weight reduction techniques: Retrospective correlational evidence.
Psychology and Health. 1989 ; 3(3) : 195-206.
12. Foreyt JP, Bruner RL, Goodrick GK, Cutter G. Psychological
correlates of weight fluct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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