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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이

외모수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

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인애착 안

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검증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지를

확인하였다. 대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

였고, 자료 분석에는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며,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도 높아졌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이 높아지고, 외모수용이 높아졌다. 셋째, 직관적 섭식이 높을수록 외모수용

이 높아졌다.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은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애

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도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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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cure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Intuitive Eating on

Appearance Appreciation

Kim Eun-A

Dep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self-esteem and intuitive

e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dult Attachment and Appearance

Appreciation. On the basis of extant literatu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ㄷㅌfects of Self-esteem and Intuitive e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dult Attachment and Appearance Appreciation. And confirm

i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 factors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A total of 391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s 22.0.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Secure Adult Attach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tuitive eating and Appearance Appreciation.

Second, Self-estee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uitive eating, and

Self-esteem affected positively Appearance Appreciation. Third, Intuitive

eating positively affected Appearance Appreciation.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indicated that the model fit the data well,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dult Attachment and Intuitive eating was partially medi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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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Self-esteem and Appearance

Apprecia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Intuitive eating. Whether the path

coefficients varied with gender in the final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in

the present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Finally,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 : Secure Adult Attachment, Appearance Appreciation,

Self-esteem, Intuitiv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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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필요성 및 목적

외모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정보로, 그 사람

의 성별, 나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예상 할 수 있는 정보원이

다. 외모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관념이 형성되면서 오늘날 외모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차 증대

되고 있다(신현옥, 천혜정, 2008). 정보화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소비문화의

발달은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외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이로

인해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가치의식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

보도 기사들을 살펴보면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취업, 연애, 타인의 도움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

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박광희, 유화숙, 2012) 2010년 부산일보에 따

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응답이 92.4%였다. 우리나

라의 경우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

의 외모를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모가 갖는 사회적 유용성

또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성, 유연재, 2007). 이렇게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날씬한 몸매와 잘 생기고 예쁜 외모를 지닌 연예인의 외모가

미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타인의 자신의 외

모에 대해 판단을 획일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외모 지상주의 풍

조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의 고민거리를 살펴보

면 첫 번째 성적(55.3%)에 이어 두 번째가 외모(16.6%)인데, 이 순위는 2012

년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변함이 없다. 또한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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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외모 만족도는 낮았다. 2011년 소년한국일보에 따르면 TV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초등학생 사이에서 연예인의 과도하게 마른 몸

매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그 식단을 이용한 다이어트 열풍까지 불고 있다. 심

지어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

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Smolak, 2004). 서울시가 2009 서울서베이(서

울시) 및 ‘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등을 분석해 발표한

'e-서울통계' 46호에 의하면 서울 중 고교생 중 여학생 54%는 외모를 위해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2007(48.5%)년 보다 6.1%가 더 늘

어난 수치이다. 또한 성형 수술에 동의하는 남학생들도 2007년 2009년 사이에

서 32.9%~42.5%로 9.6%증가했다(조선일보, 2011. 10. 14.). 하지만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수가 점차 늘어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성형수술 피해 신고는 2012년에 18건, 2013년에 51건, 2014년에, 8월 기준 56

건으로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뉴시스, 2014. 09. 20.). 사회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부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노푸른, 2014) 이러한 사회 풍토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지나친 다이어트, 자신만의 개성이나 자기정체성을 잃

는 것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신현옥, 천혜정, 2008) 각종 매체에서는 다

이어트 요법이나 날씬한 몸매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컨텐츠를 자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의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날씬함을 선호하며 부와 성공적 이미지로 바라보게 되었다. 뚱뚱

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에게 평가가 더 관대하며 우호적이고 날씬하면 상대

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김미

선, 2015).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풍조는 결과적으로 과체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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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뿐만 아니라 정상체중인 사람들도 체중을 감소시켜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고(김정내, 임성문, 2007) 이로 인해 과도한 체중

조절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상 섭식 행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Striegel-Moore & Cachelin, 2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 자료 중

섭식 장애에 대한 진료경향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의료 기관에서 섭식 장애로

진료 받은 인원은 13,002명으로 이 중 54.4%를 10~30대가 차지하였다. 특히

20~30대 여성 섭식 장애 진료 인원이 26.9%로 마른 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에서 섭식 장애 진료가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미

의 기준이 보통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상을 왜곡하여 지각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되어 신체 존중감이 낮아지고 대인불안, 섭식장

애 같은 심리적 장애와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이상선, 1993; 이임순,

1997).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며 외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인 안녕감, 사회적 활동과 같은 외

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김해란, 2012). 개인이 자신의 신체이미

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이렇게 신체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기능적

인 방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박소연, 2004). 국내 다른 연구(박수정, 손정락,

2002)에서도 신체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어 이를 뒷

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Stokes와 frederick-Recascino(2003)의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해 만족할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최

근 들어 자신의 외모를 좀 더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신체이

미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전은혜, 손은정, 2016). 대부분의 신체수용

연구들은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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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는 긍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있

다(Tylka, 2011). 신체수용이란 신체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을 의미하며

단순히 신체에 대한 만족의 느낌이 아니라 신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촉진시키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향하는 것

을 말한다(Homan & Tylka, 2014). 선행 연구에서도 신체불만족과 외모수용은

개념적으로 다르게 보았는데(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외모수

용은 개인이 가진 외모의 조건과 그에 따르는 태도 및 정서 등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재희, 2015). 최근에

연구자들은 외모수용을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라 인식하며, 외모수용이란 신체

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반영하고(Tylka, 2006)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신

체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신체의 기능을 수용하고 신체의 능력과 역량을 만족

하며 신체 불만족의 결여를 넘는 신체의 건강한 수용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한다(Homan & Tylka, 2014). 청소년기인 15세에서 24세

사이에 나타나는 외모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표현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신현옥, 천혜정, 2008)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건강 및 심리

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노푸름, 2014). 따라서 한 개인

이 외모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

적인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고 현재 외모수용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진다.

한편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경제

력, 외모콤플렉스, 외모에 대한 관심, 신체만족도 등 여러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S. (1999)

는 신체불만족의 발달과 이에 대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외모

에 대한 심리생물학적 위험요인, 심리적 변인, 부정적 비판, 가족이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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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식습관 모델링, 미디어의 이미지 및 메시지를 들기도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를 만들고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족, 친구, 미디어 등을

제시했다(Stice, 1998).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

만 모두가 신체불만족이나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체불만

족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계 사이에 다른 심리적인 변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하며(Blowers, Loxton, Grady-Flesser, Occhipinti & Daw, 2003), 이러

한 내적 변인 중 성인 애착은 신체불만족과의 상관이 있을 거라 연구되어 왔

고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성인 애착 중 하나인 성인애착 안정을 살펴보려 한다.

Bowlby(1969)는 애착이 특정한 인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인

간의 경향성이라 정의하였고, 초기의 애착 관계 경험이 이후의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제안하였다.

Ainsworth(1989)는 애착이란 생애 초기의 아이가 자신의 주 양육자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 결속으로 주 양육

자와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맺게 되는 유대 관계를 말하며 성장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게 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도 포함된다고 애착

을 정의했다(Ainsworth, 1989). 장연주(2007)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와 분리가 시작되고 사회생활, 단체 생활로 인해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

지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크게 변하고 성인 애착이라는 것이 등장하

며 부모와의 애착도 중요하지만 성인애착이 부모보다 연인, 친구, 동료 의 관

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애착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박소진(2006)은 내적작동모델에는 과거의 애착 관계 경험 뿐 아니라 현재 맺

고 있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 작용이 포함되므로 성인의 애착 연구를 할 때 부

모와의 관계보다 현재의 애착 유형과 애착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고 하였다. 김경희(2010)는 성인 애착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

의 주관적인 잠재성을 제공하는 하나 또는 몇몇 특정인에게 가까이 하며 접촉



- 6 -

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 관계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 섭식장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애착의 유형과 자아존중감, 불안, 대인관

계, 우울, 분노 등과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많았고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인애착 안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

다. 애착이 신체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akinley &

Randa, 2005). 국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

들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Sharpe, Killen, Bryson, Shisslak, Estes, Gray,

& Taylor, 1998) 부모에게서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차갑고 냉정함을 경험한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폭식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섭식과 체중문제를 포함한 사생활과

자율감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한다

고 보고되었다(Rorty, Yager, Rossotto, & Buckwalter, 2000). 또한

Perry(2008)등에 의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형성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결국 준 임상적인 섭식장애를

예측하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Perry, Silvera, Neilands, Rosenvinge, &

Hanssen, 2008). 다시 말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여대생은 성인

으로써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작동모델을 만들고 성

인 애착 불안을 덜 형성하며 외부 단서의 메시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래 혹은 또래 집단도 개인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래에 의한 외모관련 비난이 외모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Martz, & Bazzini, 2007). 친구들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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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신체불만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하였고,

체중과 관련된 친구들의 놀림이 청소년기 여성들의 전반적인 신체불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ttarin & Thompson, 1994). 애착은 결과 변

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긍정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결과 변

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매개효과가 있을 경우 애착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고, 많

은 매개변인들이 포함된 경우에도 애착의 영향력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Sroufe, Fleeso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 관련 내적 작동모

델이 가동되는 구체적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는 이론적 주장(Lewis, Feiring,

& Rosenthal, 2000)을 참고하여 애착이 외모수용에 미치는 과정에서 여러 매

개 변인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는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Culp & Beach, 1993),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성인애착 안정이 긍정적 외모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이 연결 통로가 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본 연구가 외모수용에 긍정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상담 심리 분야 뿐 아니라 심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연구되어온 변인이고(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며 자주 사용되는 개

념으로 흔히 자존감이라고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내적 성

장을 통해 형성 된다(Rosenberg, 1965).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감

은 다양한 여러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아존

중감은 대표적인 성격적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신체 이미지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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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고(이민주, 손은정, 2015) Secord와 Jourard(195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용모에 대한

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불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양난미, 2010).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았으며(박소연, 2004), 다른 연구에서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심리

정서적 요인으로 높은 우울, 불안, 불안정한 정서 상태, 낮은 자아존중감, 좌절

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설명하였다(Clark, Parr, & Castelli, 1988). 국내 다른

연구에서(최유영과 손정락, 2011)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 결과,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진 여대생들의 신체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은 외모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

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 또한 외모 수용과 같

은 맥락에서 대부분 부적응적 섭식인 섭식 행동, 이상 섭식 장애, 섭식 장애에

대한 것들이다. 최근 이러한 부적응적 섭식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이 대두되고 있다. 긍정 심리학적인 최근의 경향은 적응적

인 형태의 섭식과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것의 상관이 증가되고 있으며 적응적

섭식은 이러한 하나의 접근으로 부적응적인 섭식 패턴의 건강한 대안적 접근

으로 나타나고 있다(Tylka, 2011). 섭식 장애 관련 연구에서(Tylka & Subich,

2004) 적응적 섭식을 대체로 섭식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렇지

만 적응적 섭식은 임상적으로 섭식 장애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Tylka, Wilcox, 2006). 선행연구에서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적응적인 섭식의 한 형태로 연구 되고 있다(Tylka, Wilcox, 2006).

그러나 현재까지 적응적인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긍정적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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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Tylka, 2006). 직관적 섭

식은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을 음식 그 자체로 보고, 섭식 행동을 할 때 인위

적인 제한이나 무절제한 음식 섭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ylka(2006)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섭식 행동으로 정서적 단서보다 상황적 단서나 신체적 허기와 포만감의

단서로 섭식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섭식자를 직관적 섭식자라고 부르

는데, 직관적 섭식은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점점 인기가 늘고 있다(Gast,

Hawks, 2000). 외모수용과 직관적 섭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루

어져왔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불만족은 섭식문제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체불만족이 섭식문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이거나(Fabian, Thompson, 1989),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동안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에 관한 선행연구

들이 있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성의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증상을 밝혀

왔지만(Hund, Espelage, 2005; Tylka, Subich, 2004) 섭식 장애는 생리적, 심리

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

고(Thompson, Stice, 2001)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

하다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도 적용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의 외모수용과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시급

해 보인다. 외모수용과 관련이 있는 신체만족도는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

체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가까울수록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불일치할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

(Furnham, Badmin, & Sneade, 2002). 하지만 이상적 신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인이 높게 평가하는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거나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다(Lennon, Lillethun, & B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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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따라서 개인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신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Must, Dallal, & Dietz, 1991)는 자기 보고식에 의한 신장

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Kg/m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Tompson, Coovert,

Richards, John-son, & Cattarin, 1995). 정은석(2016)은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을 것이며 이는 외모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외모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은 자신의 신체에 대

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유생열, 2011) 여고생과 여대생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한근희,

2008). 국외 연구에서도 비만인 여학생은 비만이 아닌 여학생과 비교할 때 자

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Moore, 1993). 외모수

용에도 신체질량지수(BMI)와 관련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신체질량지수

(BMI)가 낮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며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낮아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Tylka et al.,(2015) 연구에 의하면 직관

적 섭식은 신체질량지수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연한 조절(Flexible control)

섭식을 적응적 섭식이라고 설명하는 다른 연구가 있었으나(Tylka, Calogero,

& Daníelsdóttir, 2015), 직관적 섭식과 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유연한 조절(Flexible control)섭식 신체질량지수(BMI)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적 섭식과 신체질량지수(BMI)가 보이는 부적상관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적 섭식을 할수록 신체질량

지수(BMI)는 낮아지며 신체질량지수(BMI)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외

모를 수용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Avalos & Tylka(2006)에 의하

면 직관적으로 식사하는 경향은 타고난 것이라고 제안되어 왔기 때문에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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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섭식을 외모수용을 예측하는 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 설정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섭식행동과 외모 관련 변인

에서 성차가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그 의미를 더 해줄 것이라 예

측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비해 외모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더 강한 편이다(양애경, 2013). 여대생들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제시된 과

도하게 마른 모습과 날씬한 몸매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가치를 두고 있고,

자신이 정상체중임에도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며 본인을 실제보다 더 뚱뚱한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남·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체매력,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대해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

의 신체적 외모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상

지각과 자기만족도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부정

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이계원, 1994).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으며(장선철, 송미현, 2004) 대부분의 실증

적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구

자명, 이명희, 1994).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족들이 외형에 대한 핀잔을

주는 것, 다이어트를 장려하는 것, 체중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있는 것 등이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Stice, Schupak-Neuberg, Shaw, & Stein, 1994) 여성이 남성보다 섭식 장애

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elker, Stiver, 1994). 심정은과 고애란

(1997)은 기존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찰 대상

으로서의 자신을 더 생각하며, 자신의 정서, 기분, 감정 등의 내적 사고에 관

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내재화된 신체에 대한 만족

도는 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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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성의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배경에 의한 것

이다. 이렇게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매력을 위해 애를 쓰도록 더 많은 사회

문화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Stice et al., 1994) 자기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

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eingold & Mazzella, 1998).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여전

히 애착의 질이 높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하거나 근접성 추구가 줄

어드는 추세를 보여 여학생에 비해 분리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에서의 성차에서도 여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이점수, 김정민, 2005). 더욱이 남성은 대인관계보

다는 개인적 성취를 지향하는 반면,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타

인들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는 이론적 배

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남

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성차에 기초한 개

별적인 개입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수용을 예

측할 수 있는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변인으로 하여 외모

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

해서 그림 1, 2, 3에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애착 안정이 외모수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변인에 영향을 끼쳐 결과 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연구 모형에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을 영향을 주는 경로로 포

함시킴으로써 연구 구조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성인애착 안정이 외모수용에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3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성인애착 안정, 자아 존중감, 적

응적 섭식, 외모 수용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외모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은 각 변인 간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

식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성인애착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과가 직관적 섭식은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성인애착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 문제 3. 본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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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애착

1.애착의 개념

1) 애착의 정의 및 특성

생애 초기의 아이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기 위하

여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울기, 빨기, 미소 짓기, 매달리기 등의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자가 보여주는 반응과 아이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애착이 형성된다. 즉, 애착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정서적 유

대감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이다(bowlby, 1973). Bowlby(1969/1982)는

애착이 진화론적 필요성에 근거한 생리적 필요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했

다. 즉, 양육자(들)와의 애착관계는 신체적·정서적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이라

는 것이다. 애착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유아는 양육자에게 반드시 적응해야

하고, 애착의 유대를 위협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방어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임

정선(2007)은 애착의 동물행동학적 모형에 따르면, 애착은 근접과 접촉을 추구

하는 경향성으로 아이는 내적·외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

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방식으로 애착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에게 접근하려

는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양육자가 아이의 생리적·심

리적 욕구와 관련된 신호에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할 경우 아이가 겪는 고통

은 완화되고 불쾌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생기게 되면서 안정

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88). 그러나 양육자가 민감하지 못하거

나 비일관적 반응할 경우 아이는 양육자의 반응에 불안해하며 과도하게 집착

하거나 아예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차단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Wa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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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간은 이러한 애착 관계를 통해 심리적 표상을 갖게 되고 이는 이후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반응과 상황을 예상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틀이 되어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iesler, 1997). Ainsworth

는 Bowlby의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로 애착이라는 개념이 진화에 있어서 절대

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독자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녀뿐 아니라 다

른 학자들은 애착이란 생애 초기의 아이가 자신의 주 양육자와 가까이 있음으

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 결속으로 주 양육자와 반

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맺게 되는 유대 관계를 말하며 성장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게 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도 포함된다고 애착을 정의

했다(Alessandri & Lewis, 1993; Bowlby, 1969).

Bowlby(1973)는 초기의 애착 관계 경험이 이후의 애착 관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제안하였다. 김용희(2012)에

의하면 어릴 적의 경험은 정서적·인지적으로 내면화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표

상체계를 형성하고 개인마다 애착 양식을 내적작동모델로 적용한다고 한다.

내적 작동모델은 아이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의식적·무의식적으

로 형성하는 정신적 표상이다(Bretherton, 1985).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하

는 자기와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표상이라 할 수 있고(이시은, 이재창, 2005)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대나 신념도 포함된다. 유경자(2005)는 애착 대상이 자

신의 요구에 어떠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애착 대상에 대해 긍정

적·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내적작동

모델의 핵심요소는 누가 자신의 애착 대상인지, 또 어디서 그들을 찾을 수 있

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자신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의 핵심요소

는 자기가 애착 대상의 눈에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

이다. 이런 보완적 모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은 자신의 애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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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 그 애착 대상이 원하는 반응을 얼마나 보여

줄 것인지 예측한다. 우리는 내적작동모델에 기초해서 새로운 환경의 자극을

지각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구

성해나간다(Bowlby, 1973).

또한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에 따르면 아이의 의미 있고 중요한 타인에 대한

애착 욕구 반응이 어떤 식으로 발달될지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애착 유형이

부모뿐만 아니라 친밀한 타인, 나아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적

용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장휘숙(1997)은 애착의 초기 연구에서는 아이와

양육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주로 보았으나, 이러한 애착 관계는 자신 뿐 아니

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원형으로 작

용하며 최근에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타인과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그

개념이 넓혀졌다고 설명했다. Main, George & Kaplan(1985)는 내적작동모델

이 애착과 관련있는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러한 접근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라고 정의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

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데 사용하는

틀이 될 수 있고 이는 성인기의 대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최해

림, 조영주, 2001). Bowlby(1980)는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의 틀은 새롭게 형성

하게 되는 다른 대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은 평생에 걸쳐 나타나

는 일관적이지만 유동적인 애착 유형의 연속적인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Main, George, & Kaplan, 1985). 내적작동모델이 발달 초기뿐 아니라 이후

개인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여

하며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서도 축적된다고 주장들이 있다. 그 동안 개인의 애착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고(Lopez & Gormley, 2002)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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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이후에 양육자 태도의 변화가 있거나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 친한 친

구와의 다른 경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

형이 성장에 다르게 변화 되어 발달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 Bowlby(1988)는 애착이 역동적이어서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극적인 경험이나 충격

적인 사건으로 인해 재조직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 보여 진다. 즉, 내적 표상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만 반면

역동적인 속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은 처음 형성된 이후 내적작동모

델이라는 기제로서 작용하지만 변화 또한 가능하며 장휘숙(2000)은 Bowlby가

작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애착의 역동적인 속성과 변화 가능하다는 의

미를 강조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애착의 유형

Bowlby의 생각을 확충해주면서 애착 개념의 진화에 기여를 하고, 선천적이

며 생물학적인 애착 체계로부터 실제로 영향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

견한 Ainsworth이다. 그녀는 ‘낮선 상황 실험’으로 아이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

고 애착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Bowlby가 애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Ainsworth는 애착 측정의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애착

연구의 핵심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진미경, 유미숙, 2005). Ainsworth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애착 연구가 내적작동모델이라는 정신적 지도

나 표상으로 형성되는 아이가 양육자에게 갖는 기대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Ainsworth(1978)은 낮선 상황 실험은 주 양육자인

엄마와 아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애착의 질적인 특성에서의 개인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낯

선 상황 실험에 아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삼고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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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작동시킨다는 가정 하에 근접성 축구, 접촉 유지, 회피 행동, 저항

행동의 4가지 행동 척도를 기준으로 안정 애착, 불안정-회피, 불안정-양가형

으로 분류하진미경, 유미숙, 2005). 평가 방법은 짧은 시간동안 주 양육자인

엄마와 분리된 아이가 다시 엄마와 재회하게 되었을 때의 행동을 측정하며 이

때 나타나는 아이의 재회 반응은 단순히 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애착 상

태가 반영된 반응인 것이다(Marrone, 1998). 애착 관계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고 외부 환경을 탐험할 수 있는 안전 기지를 제공 한다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안정 애착의 유아는 분리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엄마가 돌아와 다시 만나면 거의 바로 안심하며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이들은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어 주위를 탐색

하고 계속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덜 어려워한다. 회피형 애착은 엄마가 떠나서 다시 돌아오든지 돌아오

지 않든지 태연한 가운데 끊임없이 주위를 탐험하기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침착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엄마와 분

리되는 동안의 심장 박동률은 상승하였지만 그 수준은 안정된 아이들과 같았

다. 그러나 낯선 상황 절차 이전과 이후에 측정한 아이의 코티솔은 안정된 유

아에 비하여 유의미한 증가량을 보였다(Spangler, Grossmann, 1993). 양가형

의 애착은 분노하는 아이와 수동적인 아이인데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에 너무 집착해서 주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없었고, 또한 엄마가 자리에서 벗어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양가형의

아이는 엄마를 다시 만나도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이 줄지 않고, 엄마 행방에

집착하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엄마와 함께 있어도 마치 엄

마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엄마를 계속 찾는 것처럼 보인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회피형과 양가형 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자신을 무

능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느끼며 주위를 탐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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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낀다(Ainsworth, 1989).

발달 초기의 아이가 표현하는 정서를 양육자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보이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엄마는 민감성을 가지고 아

이의 정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한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엄

마는 정서 표현 수준이 낮거나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 같은 부정적 정서나 애

착 행동을 실제 아이가 느끼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의 애착 유형 형성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양육자가 민감

하게 반응해주었거나 또는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었던 양육자의 의사소통에서

도 비롯되며(Steiger, Gauvin, Jabalpurwala, Séguin, & Stotland, 1999) 이렇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이후의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2. 성인애착의 개념

1)성인애착의 정의 및 특성

Erikson(1959)에 따르면 성인 초기인 대학생의 시기의 발달과업은 친밀성 획

득으로 부모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 친구나 연인과 같은 동료로부터 친

밀성을 얻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심리

적 독립심을 키우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동료와의 애착을 형성해간다(선상화,

2009). 장연주(2007)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와 분리가 시작되고

사회생활, 단체 생활로 인해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

계 형성이 크게 변하고 성인 애착이라는 것이 등장하며 부모와의 애착도 중요

하지만 성인애착이 부모보다 친구, 연인, 동료 등의 관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인 애착이란 발달 초기에 형성된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면화된 것으로 사회적 상호적

인 관계에서 신체적·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대상에게 그와 비

슷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까이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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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말한다(장연주, 2007). 성인 애착은 최소한 부모

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우정, 이성 관계와 같이 편안함, 안정감, 사

랑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는 개인적 성

격 특성이다(Corcoran, & Mallinckrodt, 2000).

Ainsworth(1989)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된다고

봤으며, 부모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과 내적 표상은 성인기에 맺게 되는 친밀

한 관계에도 작용되며,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Ainsworth, 1982).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인 애착 연구들은 애착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 성인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가정 하였다(Ainsworth, 1989). Hazan과 Shaver(1987)는 발달 초기의 주 양육

자인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이 이후 성인기에 맺게 되는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Collins와 Read(1990)도 성인 애착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최초 형성되었고 애착이 부모 이외의 친밀한 관계나 일

반적인 사회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또 Bretherton(1985)은 아이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유형

의 분포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러한 초기 애착 연구는 발달

초기의 애착 유형 및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애착의 유형 및 애착의 질이 잘

변화하지 않으며 일생 동안에 지속된다는 입장 이었다(김지연, 1998). 이렇듯

대부분 발달 초기의 애착 유형에 따라 성인 애착의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lins & Read, 1990). 성인애착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큰 관

심의 대상이 된 것은 발달 초기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

인 영향을 주는 어떤 정서적 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Kirkpatrick과

Hazan(1994)의 성인 애착 변화에 관한 4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

상자들의 70%가 동일한 애착유형에 해당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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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유형이 관계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달라질 수 있고 고

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정옥분 외(2009)에 따르면 성인 애착은 발달 초기의

주 양육자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와는 다르게 상호작용적인 것이다. 또한 성인

애착이 초기의 애착과 다른 점이 있는데, 성인 애착이 발달 초기의 애착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정옥분 외, 2009). 성장하면서 부모

이외의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제

시되었고 성인애착 개념을 처음 제안한 Hazan과 Shaver(1987) 역시 주 양육

자와 아이의 발달 초기의 애착은 청소년기 이후 친밀한 친구 애착으로 전환되

며, 후기 청소년기에는 성인 애착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시기는 부

모와의 애착보다는 친구, 연인, 동료와의 성인 애착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시

기라 하였고(김수임, 강민철, 김영근, 2011), 조영주와 최해림(2001)도 성인기가

되면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다양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자들은 성인의 대인 관계를 이해할 때 발달 초기의 애착

유형을 확인하는 경향이 많은데 Britton & Fuendeling(2005)는 현재의 친구,

이성 관계, 또는 친밀한 타인과의 애착 패턴과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성인 애착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지만 그 동안 애착

연구가 주로 발달 초기의 애착에 집중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성인 애착에 관

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초기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성인애착의 유형

Hazen과 Shaver(1987)는 성인 애착에 관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정옥분 등(2009)의 성인 애착 유형의 분류 중 범주 모형에 속한다.

Hazen과 Shaver(1987)는 Ainsworth(1978)의 의해 개발된 ‘낮선 상황’ 실험에

서 확인된 애착 유형 이론을 토대로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안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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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회피형 애착, 양가형 애착의 세 가지의 성인 애착 유형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인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전 가족과의 경험 및 연인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성인기 대인관계의 애착 이론을 적용하고 대인

관계경험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려 하였다.

안정형 애착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과 타인 사이의 적절한 경계에

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을 비교적 쉽게 사귀는 편이며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 회피형 애착인 사람

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며 타인을 신뢰하거나 의

지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마지막으로 양가형 애착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거나, 자신

의 기대만큼 가까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으로부

터 버려지는 것에 매우 민감해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성인 애착 유형을 사용한 Bartholomew와 Horowits(1991)의 연구 결

과에서 성인 집단의 경우 행복감, 우정,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안정형 애착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회피형 애착과 양가 형 애착 집단 간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의 집단에서는 안정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eeny와 Noller(1990)는 회피형 애착

이 안정형 애착에 비하여 좀 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지만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회피형 애착과 안정형 애착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azen과 Shaver(1987)의 성인 애착 척도에서 세 가지 범주의 불일치하는

결과로, Bartholomew와 Horowits(1991)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을 체계

화 하여 자기 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네 가지 범주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성인 애착은 안정형(secure), 의존형(preoccupied), 두려움형

(fearful), 거부형(Dismissing)의 네 가지 애착 양식을 있다. 안정형(자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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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긍정) 애착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기 존중감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안정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행

복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거부형(자기긍정-타인부정) 애착은 타인에 대한 부

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긍정

적인 표상을 갖는데 이는 관계로부터 비롯된 자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에서의

성취로 인해 형성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

며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

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공포감을 느끼며 정서적인 동요나 질투를 드러내

는 특징이 있고 타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대적이고 차갑다. 의존형(자기부정

-타인긍정) 유형은 중요한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타인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타인을 이상화하려는 경향

이 높고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과도

하게 밀착하려 하고 심각한 정서 변화와 질투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마

지막으로 두려움형(자기부정-타인부정) 유형은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

인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부족하고 내향적인 특징이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

치가 없다고 느끼며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원하는 만큼 가까

워지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타인과 가까

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며 신뢰하지 못한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특징이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s(1991)의 안정형, 두려움형, 의존형, 애착 유형은 Hazen과

Shaver(1987)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양가 애착 유형과 개념적으로 일치하며

거부형은 Main과 Goldwyn(1985)의 거부형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Collins와 Read(1990)는 Hazen과 Shaver(1987)의 진술문을 기초로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가지 차원의 성인 애착 척도를 만들어 애착 유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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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Collins와 Read(1990)는 애착을 유형 별로 파악하기보다는 모든 유

형에 공통적으로 기능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의

존형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불안형은 타인에게 사랑받

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너무 가

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안해한다. 친밀형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다가가며 가

까워지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세 가지 하위차원은 어떤 차원이 우세

한지에 따라 안정적인 애착인지 또는 불안정적인 애착인지를 평가할 수 있고,

의존과 친밀 차원을 하나의 안정된 애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안정애착 유형

을 갖는 사람들은 의존과 친밀감이 높고 낮은 불안감을 갖는 피험자들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친밀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으며

버림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박은경, 1992).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가 높은 개인은 친밀감과 상호의존 편안함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Anderson, Elklit,& Vase, 2011). 최근에 성인 애착을 연구할 때

목적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애착 유형의 이론을 적용하며 다양하

게 활용하고 있다. 외국 보고된 애착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Kobak과

Sceery(1988)은 안정 애착 유형이 53%, 회피 애착 유형이 32%, 불안/양가 애

착유형을 15%로 보고하였으며, Feeney & Noller(1990)는 각각 55%, 30%,

15%로 보고하였다. 국내 박은경(1992)의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 유형이 각각

45.5%, 27.5%, 27%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안정 애착 유형이 가장 많은 분

포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안정 애착 유형을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의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

수만을 사용하여 성인애착 안정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3) 애착과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간의 관계

현재까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만 많은 연구가 되어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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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주로 긍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신체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해 다루어왔다(김

시연, 서영석, 2012). 하지만 여러 다른 사회적문화적이고 환경적 영향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수용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

측된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외모만족도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애경(2013)연구에

서 부와 모의 자녀의 외모에 대한 존중은 자녀의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외모에 대한 지지

와 의견 존중이 자녀의 외모만족도와 신체존중감을 높이므로 신체이미지 형성

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자신의 외모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 외모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자녀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고, 자녀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부모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Schwartz, Phares, Tantleff-Dunn, & Thompson, 1999). 또한 다른 연구에서

(방지연, 정남운, 2012)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신체만족도를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준선(2006)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외

모만족도가 낮은 학생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

한다고 하였다. 또래 혹은 또래집단도 개인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또래에 의한 신체나 외모 관련 비난이 신체에 대한 인식의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Marts, & Bazzini, 2007). 또한 사

회적 지지와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수용, 객체화된 신체 인식에 저항하는 것, 신

체수용과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나타냈다(Wood-Barcalow, Tylka, &

Augustus-Horvath, 2010). 기존 연구에서는 친구들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신체불만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하였고, 체중과 관련된

친구들의 놀림이 청소년기 여성의 전반적인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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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였다(Cattarin, Thompson, 1994).

성인 애착이란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의 주관적 잠재성을 제공하는

하나 혹은 몇몇 특정인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희, 2010). 그러나 이러한

애착 관계의 질이 한 개인의 심리적 발달 뿐 아니라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끼

친다는 연구가 밝혀졌지만 국내의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성인 애착의 유형

과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불안, 대인관계 등과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결과들

이 많았지만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인애착 안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국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에게서 따뜻하

고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차갑고 냉정함을 경험한 아

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애착이 신체만족도와 상관이 있다

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McKinley, & Randa, 2005). 반대로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 위험성이 증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harpe et al., 1998). 또한

Perry(2008)등에 의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형성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결국 준 임상적인 섭식장애를

예측하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여대생은 성인으로써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모

델을 형성하고 성인 애착 불안을 덜 형성하며 미디어와 같은 외부 단서의 메

시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여러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경(1992)은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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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1967)은 효과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자아존중감이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Coopersmith(1981), Rosenberg(1965)는 사회 계층, 출생순위, 부모 관

심, 종교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중에서 부모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부모 긍정적

인 애착 관계가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었다(정정숙, 1994).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부모를 지지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안정형 애착의 특성들은 자아존

중감 발달과 심리적 능력 발달에 중요하다(Kenny & Hart, 1992). Rice와

Lopez(2004)의 연구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긍정

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요소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

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기표현을 잘하고 동료와 관

계도 원만하고 수줍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enny & Donaldson, 1991).

이렇게 한 개인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배우고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간다(Sroufe& Fleeson,

1986). 안정 애착인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애착 대상에게 가치로우며 다른

사람들이 지지적이라는 기대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유능감, 자기

수용에 대한 개인적이 판단이라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기지를 제공받는다고 하였고 애착관계가

자아존중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애착의 실패는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애착 연구에서도 애착은 많은 정신 병리의 발달과 유지,

그리고 재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져 왔다. 김은정(2004)

은 섭식 장애와 관련된 요인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개인과 가족,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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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상 섭식 행동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밝혀졌는데(Tylka & Subich, 2004), 정영선(2005)은 섭식장애가 표면적으

로 개인적 장애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발생

되고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다. 지금까지 부모 애

착과 섭식 태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여대생의 식사

행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더 정상적이었고 불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문제 행동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고(이지향, 2006), 대인 불안이 높을수록 여대생의 식사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은 섭식 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섭식 장애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부각되어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모 애착은 이상 섭식 행동 간

에 연구에서 두 변인의 상관이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4). 최근

이현정과 이승연(2016)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형 애착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불안정형 애착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과 정정 상관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이

적으며(Brennan & Shaver, 1995), 불안정 애착이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정, 2004)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수용, 객체화된 신체 인식에 저항하는 것, 직관적 섭식은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나타냈다(Wood-Barcalow, Tylka, &

Augustus-Horvath, 2010). 김경희(2010)의 연구에서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을수

록 미디어가 전하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의 내면화 성향이 높아짐이 밝혀졌고

이는 성인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현사회가 전하는 날씬한 것이 매력적이고 미

의 기준이라는 것을 더 쉽게 내면화 하여 섭식 태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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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모델을 형성하기 때문에 섭식 행동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미선, 2015). 섭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애착의 영

향의 중요성이 언급되어졌지만 실제 임상장면에서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섭

식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왔으므로(Wernicke, Rosenblatt, Rasca,

Parhar, Christos, Fischer, & Nori, 2009)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안정을 대

상으로 직관적 섭식관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2. 자아존중감

1)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상담 심리 분야 뿐 아니라 심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연구되어온 변인으로(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며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며

(Blascovich & Tomaka, 1991) 자존감이라고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

한 긍정적·부정적인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내적 성장을 통해 형성 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란 일반적

으로 자기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Rosenberg(1965)는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높은 유능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

족한 부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희화(1998)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거부, 자기 불만족, 자기 비난으로 설명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서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Elkind & Winer(1978). 자아존중감의

구성 요소를 가치감, 능력감, 소속감이라 보며, 능력감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

를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며 소속감은 한 집단의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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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수용 받고 인정을 받을 때 형성되는 것

으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능동적이고 미래에 대

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

기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우호적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 대해 더 공감적이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는다(박성

호, 장문영, 2014). 정원식(1983)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

정적이고 자신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생

기든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최정아

(1997)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

인에 보다 기능적으로 대응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 자원들을 높게 지각하고 문제 상

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용한

지지 자원들의 주관적 지각이 낮으므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더 어려움

을 느끼고 비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서윤경, 2003). Maslow(1974)는 자아존중

감을 외적 자아존중감과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외적 자아

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자아존중감

으로 존경, 평판, 위신, 명성, 사회적인 성공 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

다. 반면 내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높게 평가함으로서 형성되

는 자아존중감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절

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 긍정적인 내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타인

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자기 경험과 이를 바탕으

로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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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박성호, 장문영, 2014).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성취 경험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반영된 자기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Rosengerg, 1965).

2)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간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여러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아존중감은 대표적인 성격적 요인으

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신체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고(이

민주, 2015) Jourard와 Secord(195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

아존중감과 신체용모에 대한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김영신, 양난미,

2010) Tylka & Sabik(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불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낮았

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박소연,

2004), 또 다른 연구에서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심리 정서적 요인으로 높은 우

울, 불안, 불안정한 정서 상태, 낮은 자아존중감,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설명하였다(Clark, Parr, & Castelli, 1988). 또 다른 연구(최유영과 손정락,

2011) 에서는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 결과, 부정적인 신체이미

지를 가진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은 외모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만아 및 비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에서 비만이거나 체중

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신철, 1991) 비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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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정상 여학생보다 우울 경향이 높고 사회적 불안이 높으며 자아존중감

이 낮았다.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olivy & Herman, 2002) 정상 집단과 섭

식 장애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Katzman &

Wolchik, 1984). Phan & Tylka(2006)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이상섭식 행동 간

을 매개 효과를 밝혔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학생들은 5년 후 섭식 장애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tton, Sonugabarke, Davies, &

Thompson, 1996). 김영신, 양난미(2010)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섭식 행동이 줄어 자아존중감을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이라

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적 섭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소연, 김순이, 양경미, 2010).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

록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 삶의 만족도 높아졌으며(Avalos & Tylka,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은 섭식 행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측 변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직관적 섭식

1) 섭식 행동

섭식 행동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음식을 섭취함으

로써 신체를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국어대사전, 1995) 음

식을 먹는 행동인 섭식 행동은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

하고, 먹는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행동이다(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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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00). 인간의 섭식 행동은 매우 복잡하여 여러 요인들과 관계되어 있다.

김문실과 김숙영(1997)은 포만감과 허기감의 조절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많은

생리적 물질들에 관한 연구만으로 인간의 섭식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고 개인

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섭식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섭식 태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사회적으로 형성된 식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섭식 태도는 연령, 가족 구성원의 형태, 사는 곳, 직업, 사회

적 위치, 교육 정도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향을 받으며 형성 되었다(김미

선, 2015). 이상 섭식 태도는 섭식 장애보다는 다소 심각도가 낮아 보이지만

이상 섭식 태도의 심각성이 심해지면 섭식 장애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이상

섭식 태도는 섭식 장애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섭식 행동이 높게

나타난 사람은 섭식 장애의 준 임상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거나 섭식 장애의

전 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상적 증후군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Striegel-Moore, 2001).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섭식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섭식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섭식 태도 역시 중요할 수 있다. 최은정(2005)은 섭식 장애는 식이 행동상

의 현저한 장애로 섭식 행동에서 심각한 혼란과 부적응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체중 조절, 신체와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 등을 포함하는 음식 섭취와

관련된 행동에 이상을 보이는 질환이라 정의하였다. 최진숙(1991)은 섭식 장애

란 생물학적·정신적·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관계되는 일종의 심리사회생물학적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2)직관적 섭식

심리학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적응적 섭

식인 섭식 행동, 이상 섭식 장애, 섭식 장애에 대한 것들이다. 주로 섭식 장애

의 예방 차원과 치료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며 섭식 장애와 관련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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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섭식 행동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

들이었다. 이러한 부적응적 섭식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응적 섭식인 직

관적 섭식이 대두되고 있다. 적응적 섭식 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음식, 식생활, 섭식 점검 행동, 적응적 섭식 등이 있

으며, 주로 건강, 식품 영양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섭

식 절제의 측면에서 건강한 절제로 섭식점검 행동에 대한 연구와 직관적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Avalos & Tylka, 2006; Hawks, Madanat,

Hawks & Harris, 2005; Tylka, 2006; Tylka & & Wilcox, 2006).

적응적인 태도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 심리학적인 최근

의 경향은 적응적인 형태의 섭식과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것의 상관이 증가되

고 있으며 적응적 섭식은 이러한 하나의 접근으로 부적응적인 섭식 패턴의 건

강한 대안적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Tylka,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적응적인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긍정적인 섭식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Tylka, 2006). 섭식 장애 관련 연구에서(Tylka &

Subich, 2004) 적응적 섭식을 대체로 섭식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Garner, 2004). 그렇지만 적응적 섭식은 임상적으로 섭식 장애가 없다는 의미

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Gast & Hawks, 2000; Tylka, 2006;

Tylka & Wilcox, 2006). 선행연구에서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적응적

인 섭식의 한 형태로 연구 되고 있다(Gast & Hawks, 2000; Tribole & Resch,

1996; Tylka, 2006; Tylka & Wilcox, 2006).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을 음식 그 자체로

보고, 섭식 행동을 할 때 인위적인 제한이나 무절제한 음식 섭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ylka(2006)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섭식 행동으로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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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나 상황적 단서보다 신체적인 허기 단서와 포만감 단서를 근거로 하여 섭

식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Schwartz(1996)는 다이어트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편하게

먹으면서도 건강한 체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음식 섭취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평가는 다이어트 계획, 환경적

단서, 정서 상태, 또는 다른 외부적 요인보다는 주로 신체적인 배고픈 단서에

기초한다(Hansen & Goodman, 1999; Podjasek & Carney, 1998). 이러한 섭식

자를 직관적 섭식자라고 부르는데, 직관적 섭식은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점점

인기가 늘고 있다(Gast & Hawks, 2000; Tribole & Resch, 1996). Tylka의 직

관적 섭식에 대해서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섭식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 간의 관계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불만족은 섭식문제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체불만족이 섭식문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Fabian & Thompson, 1989),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한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선과 오경자(2004)의 연구에서도 왜곡된 자기개념과

신체불만족이 섭식장애 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매

개 혹은 중재할 것이라 보았다. 그 동안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에 관한 선

행연구들이 있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성의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증상

을 밝혀왔지만(Hund & Espelage, 2005; Tylka & Subich, 2004) 섭식 장애는

생리적, 심리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Thompson & Stice, 2001).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하다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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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외모수용과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외모수용과 관련이 있는 신체만족도는 이

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가까울수록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불일치할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Furnham, Badmin, & Sneade, 2002). 하지만 이상적

신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인이 높게 평가하는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거나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다(Lennon,

Lillethun, & Buckland, 1999). 따라서 개인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

아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정은석(2016)은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을

것이며 이는 외모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

라 외모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민 외(2008)의 연구에서도 여

고생과 여대생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외모수용에도 신체질량지수(BMI)와 관련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며,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BMI)와 부적상관

을 보이는 직관적 섭식이 외모수용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Tylka(2015)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은 신체질량지수와 부적상관을 보

였으며, 직관적 섭식과 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유연한 조

절(Flexible control)섭식 신체질량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

적 섭식과 신체질량지수가 보이는 부적상관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외모수용을 예측하는 한 변인으로서 본 연구에 설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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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모 수용

1)신체상(Body Image)

심리학적 사전에 의하면, 신체 이미지는(Body Image)은 신체(Body)와 상

(Image)의 복합적인 개념이다. 신체상이란 개념은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자아가 형성 된다(두산 백과사전).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각을 포함한다. Cash &

Pruzinsky(2004)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외모 평가, 외모

만족, 신체 만족, 신체 왜곡, 신체 지각, 신체 도식, 신체 존중감 등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다. Secord와 Jourard(1953)는 신체 이미지를

자신의 각 신체 부분과 기능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Freud(1961)는 신체 이미지는 자아 발달의 기본이며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봤으며, Mendell, Cleveland, Fisher(1968)는 신체 이미지를 자신의 신체

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태도라 정의하였다. 또한 ‘신체상’을 ‘자아개념’과 연관

시켜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 자아 개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며 신체 이미지는 자아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일 요소라 하였다

(Williams, 1983). 또한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신체에 대한 가

변적 개념이며 신체 자아는 이런 변화를 통해 개인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깨닫

게 하는 것이며, 신체 형상은 개인의 신체에 대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지식으

로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정신적인 현상이라 하였다. Shontz(1974)는 신체

이미지를 신체 모습에 대한 정신적 형상이라 정의하며 이는 감각을 통하여 형

성되는 개인의 생리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의 정신적·사회적 경

험에 의해 형성 된다고 하였다. 노푸른(2014)은 일반적으로 신체 이미지는 자

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신체 이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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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를 말할 때 실제 지각하는 신체 이미지와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 사이

의 불일치와 외모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서적 차원이 개인이 갖는 개인의 외모에

대한 느낌이라면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생각과 신념으로

개념화하였다(Banfield & McCabe, 2002).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신체 이미지

의 특징을 Cash(1990)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아에 대한 느낌을

가장 중시하는데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가 자아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로 주관화된 경험이다.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주관적인 신체 경험과 객관적 현실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말랐다고 말을 해도 본인은 뚱뚱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음식 섭

취를 조절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결정된 구조이며 이는 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된다. 넷째, 신체 이미지는 불변하지 않는다(배지수,

2011, 재인용). 신체 이미지는 신체에 대한 한 개인의 지각, 정서, 태도, 반응

및 평가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다

(Cash, 2002). 이처럼 신체상에 대한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개념이 계속 변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합의된 정의라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이론적, 경험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복수 개념이라 보여 진다(Cash, 1990).

2) 외모 수용

신체이미지의 개념의 다양성에 따라 신체의 의미를 정의내리고, 측정하는 도

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보다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병리적인 행동의 연관성을 연

구해왔다. 김경희(2010)는 자신의 연구에서 신체불만족을 신체이미지의 주관적

인 측면 다시 말해, 태도측면으로 보고 자기 신체 전체와 각 부분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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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평가와 만족감 정도로 정의 내렸다. 신체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을 의미하고 신체불만족은 다양한 심리 정

서적 문제들을 유발한다(Garner, 2004). 진준선(2006)은 신체만족도를 자신의

신체 전체나 각 부분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

도를 의미하였고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

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재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한다고 보았다. 신체

존중감은 자신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개개인의 만족과 불만족을 말한다

(Jourard & Secord, 1955). 즉,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의 일부로, 자신의 신

체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나 느낌을 뜻하며 신체 이미지를 다룬

많은 연구에서 체중과 외모에 대해 개념화하고 측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느낌으로 주관적인 판단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를 신체만족도의 하위 개념 중 일부라 보지만 신체이미지

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로서 신체모습의 능력적인 효율성에 대한 자각,

태도,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외모는 신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김은경(2005)은 외모만족이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외부로 표출되고 상대방으로

부터 매력적인 좋은 인상을 갖고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지각의 긍정

적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외모만족도란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

낌의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모만족도는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

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지된다(김경아, 2003).

신체수용의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는 긍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있다(Tylka, 2011). 신체수용이란 신체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을 의미하

며 단순히 신체에 대한 만족의 느낌이 아니라 신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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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촉진시키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Halliwell, 2013; Homan & Tyka, 2014). 선행 연구에서도 신체불

만족과 외모수용은 개념적으로 다르게 보았는데(Tylka et al., 2005) 외모수용

은 개인이 가진 외모의 조건과 그에 따르는 태도 및 정서 등을 그대로 받아들

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재희, 2015). 최근에 연

구자들은 외모수용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라 인식하며, 외모수용이란 신체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반영하고(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Tylka, 2006)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신체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신체의 기

능을 수용하고 신체의 능력과 역량을 만족하며 신체불만족의 결여를 넘는 신

체의 건강한 수용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한다(Homan &

Tylka, 2014). 신체 수용을 할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았고, 이보다 사회적 차원

의 수용을 추가한 개념인 외모 수용 역시 외모수용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았다(이민주, 손은정, 2015). 부정적인 측면 보다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는 개

인의 성장을 돕는 행동의 반영이며 자산이고(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상담 심리학의 과제와도 일치한다(Gelso & Fretz, 2001). 하지만 외모수

용에 대한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하였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예측 변인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수용을 외모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시각을 의미하고 외모에 대한 건강한 수용

과 감사하는 마음 반영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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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연구 모형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에 영향

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직관

적 섭식이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을 매개로 하여 외모수용에 직·간적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경쟁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비교할 것이며 연

구 모형에서 자아존중감에서 외모수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그림 2>첫 번째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에서 외모수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그림 3>두 번째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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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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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훈장학회”로

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300명,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0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

을 보인 14부를 제외한 39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총 391명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64(SD=2.97)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89명(48.3%), 여학생은 202명(51.7%)이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 52

명(13.3%), 2학년 104명(26.6%), 3학년 78명(19.9%), 4학년 129명(33.0%), 5학

년 이상 28명(7.2%)으로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공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43명(36.6%), 자연/공학계열 137명(35.0%), 경상계열 49명

(12.5%), 예술/체육계열 40명(10.2%), 의학/간호계열 17명(4.3%), 기타계열 5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신체 질량 지수(BMI)

는 16.03에서 43.21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21.90(SD=3.48)이었으며, 신체 질량

지수(BMI)를 살펴보면 저체중이 114명(29.2%), 정상체중이 224명(57.3%), 과

체중이 45명(11.5%), 비만이 8명(2.0%)으로 정상 체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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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91)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189 48.3

여 202 51.7

학년

1학년 52 13.3

2학년 104 26.6

3학년 78 19.9

4학년 129 33.0

5학년 이상 28 7.2

전공

인문/사회 143 36.6

자연/공학 137 35.0

경상 49 12.5

예술/체육 40 10.2

의학/간호 17 4.3

기타 5 1.3

신체질량지수

(BMI)

저체중 114 29.2

정상 224 57.3

과체중 45 11.5

비만 8 2.0

주.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키(cm)의제곱’이라는과정을통해산출되며

신체질량지수가20미만은저체중, 20-24는정상체중25-30은과체중, 30이상은비만으로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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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안정 척도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 애착척도(Revised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이재원(2006)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성인이 지각한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애착유형을 측정

하며, 긍정적인 진술 10문항과 부정적인 진술 8문항의 총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

며, 부정적 문항 8개는 역채점 하였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의존

(dependent), 불안(anxiety), 친밀(close)의 세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의

존(dependent)'은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 가능성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

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불안(anxiety)'은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이다. '친밀(close)'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관계에서 편안

함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친밀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과 친해지가 비교적

수월하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다.”가 있다. 의존-친밀 차원의 점수의 합이 36보다 크고 불안 차원 점수의

합이 18보다 낮으면 안정애착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Anderson, Elklit &

Vase, 2011, 재인용)가 있으나 표집크기의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존

-친밀 차원과 불안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 방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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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등(2011)및 O'Connor(2008)등의 연구에서 의존-친밀 하위요인의

문항을 합병하여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 취급하여 연구한 예가 있고, 국내에서

는 김정안(2012)과 박소진(2006)이 한 연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의 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밀과 의존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

안은 낮고 안정유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안(2012)의 연구에서 의

존-친밀차원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의존-친밀차원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41로 나

타났다.

<표 2>성인애착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의존 1*, 2*, 3, 4, 5*, 6* 6 .667

불안 7*, 8, 9, 10, 11, 12 6 .778

친밀 13, 14, 15*, 16*, 17, 18* 6 .665

의존-친밀 12 .741

*역채점 문항

2) 자아존중감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된 것을 5점 척도로‘(1=전

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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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을 이루어져 부정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문항의 예로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좋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 한다.” 를 들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류연이, 201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

863로 나타났다.

3) 직관적 섭식

직관적 섭식을 측정하기 위해 Tylka와 Kroon Van Diest(2013)가 개발한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을 측정하는 척도(Intuitive Eating Scale-2;

IES-2)를 류연이(2015)가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직관적 섭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관적 섭식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적 섭식, 정

서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허기와 포만감 신호에 의한 섭

식,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제한하지 않는 섭식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다.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로 평정하였다. 직관적 섭식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

체가 주는 자연적인 메카니즘 신호에 따라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건강한 섭식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언제 먹는 것을

멈출지 말해주는 내 신체를 신뢰한다.”, “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더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가 있다. 류연이(2015)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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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직관적 섭식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상황에서의

직관적 섭식

1*, 2*, 3,

4, 5, 6*, 7*
7 .758

정서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8*, 9, 10*,

11, 12*, 13
6 .772

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의한 섭식
14*, 15*, 16*, 17 4 .771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섭식
18, 19, 20* 3 .775

전체 20 .894

*역채점 문항

4) 외모 수용

외모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Avalos, Tylka와 Wood-Barcalow(2005)가 개발

한 신체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측정하는 신체수용척도(Body Appreciation

Scale: BAS)를 이민주(2015)가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외모 수

용 척도(Korean Apprearance Apprec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외모 수용

척도는 개인내적 외모수용,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외모수용 행동 등 3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9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내

적 외모 수용은 11문항으로 외모에 대한 만족 및 결점 수용을 나타내고, 사회

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은 9문항으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

는 외모 수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모수용 행동은 9문항으로 체중 증가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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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는 체형 수용 행동을 포함한다. 외모 수용 척도는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외모를 잘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외모를 존중한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타인

몸매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식사 때 체중 증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가 있다. 이민주와 손은정(2015) 연구에서 외모수용

척도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고, 개인 내적

외모수용은 .96,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은 .87, 외모수용 행동은 .89로 나

타났다. 이전 류연이(2015)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1로 나타

났다.

<표 4>외모수용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개인 내적 외모수용
1, 4, 9, 11, 16, 17,

23, 25, 27, 28, 29
11 .890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2, 6, 7*, 8, 12,

14, 19, 20 ,21*
9 .824

외모수용 행동
3, 5*, 10, 13, 15,

18*, 22*, 24*, 26
9 .797

전체 29 .901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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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프로그램, AMOS 22.0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먼저 첫

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였고, 셋째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와 첨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과 소벨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모형이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밝히

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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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

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확인하여 정규분

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Kline(2005)은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인 왜도로 보며, 첨도는 8

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범위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여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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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391)

M SD 왜도 첨도

성인애착 안정 37.13 5.90 -0.13 0.59

의존 18.41 3.63 -0.24 -0.08

친밀 18.72 3.45 -0.13 0.54

자아존중감 34.31 6.24 -0.09 -0.07

직관적 섭식 66.33 12.53 0.11 -0.11

사회적 상황에서의 직관적 섭식 22.61 5.04 0.11 -0.05

정서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19.63 4.40 0.06 -0.04

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의한 섭식 13.77 3.33 -0.12 -0.33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섭식 10.31 2.68 -0.17 -0.39

외모 수용 93.57 15.84 -0.15 0.11

개인 내적 외모수용 34.96 7.52 -0.42 0.74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26.60 6.40 -0.04 -0.15

외모수용 행동 32.01 6.07 0.00 -0.48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6>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성인애착 안정

은 자아존중감(r=.50, p<.001), 직관적 섭식(r=.36 p<.001), 외모수용(r=.4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인애

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r=.42, p<.001), 외모수용(r=.54,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

적 섭식과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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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관적 섭식

이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각 변인 간 상관분석 (N=39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84*** 　 　 　 　 　 　 　 　 　 　 　 　

3 .82*** .39*** 　 　 　 　 　 　 　 　 　 　 　

4 .50*** .42*** .42*** 　 　 　 　 　 　 　 　 　 　

5 .36*** .27*** .33*** .42*** 　 　 　 　 　 　 　 　 　

6 .30*** .22*** .28*** .31*** .88*** 　 　 　 　 　 　 　 　

7 .29*** .22*** .27*** .41*** .87*** .77*** 　 　 　 　 　 　 　

8 .30*** .22*** .28*** .30*** .74*** .45*** .44*** 　 　 　 　 　 　

9 .27*** .23*** .22*** .34*** .69*** .38*** .42*** .64*** 　 　 　 　 　

10 .40*** .40*** .27*** .54*** .66*** .56*** .59*** .44*** .50*** 　 　 　 　

11 .38*** .32*** .31*** .65*** .48*** .36*** .46*** .32*** .40*** .78*** 　 　 　

12 .30*** .35*** .14*** .37*** .53*** .48*** .47*** .31*** .41*** .84*** .45*** 　 　

13 .27*** .28*** .16*** .21*** .56*** .51*** .47*** .42*** .38*** .76*** .3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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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인애착 안정 2=의존 3=친밀 4=자아존중감 5=직관적 섭식 6=사회적 상황에서의

직관적 섭식 7=정서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8=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의한 섭식 9=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섭식 10=외모수용 11=개인내적

외모수용 12=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13=외모수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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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변

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하여 비

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잔

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모

형 적합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

은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NFI와 I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

호한 것으로 간주하고(Hu & Bentler, 1999) RMSEA 값의 경우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수정지수를 설정한 후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한 결과, χ²(46, N=391)=208.19, p<.001; CFI=.93, NFI=.91, IFI=.93,

RMSEA=.095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측정

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p) df CFI NFI IFI RMSEA

측정 모형 208.19*** 46 .93 .91 .93 .095

다음으로 적합성이 검증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

펴보면 그 결과 성인애착 안정은 .61와 .64, 자아존중감은 .82～.91, 직관적 섭

식은 .49～.90, 외모수용은 .046～.75로 나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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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용 기준인 .40을 넘으므로(Ford, MacCallum, & Tait, 1986) 수렴타

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2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

인을 구인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측

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표 8>에, 상관계수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8>측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경로 B S.E. β t

성인애착

안정

->의존 1.09 0.14 0.64 7.80***

->친밀 1.00 0.61

자아자존감

->자존감1 0.85 0.48 0.84 17.71***

->자존감2 1.00 0.82

->자존감3 1.51 0.08 0.91 20.09***

직관적섭식

->사회적 상황에서의

직관적 섭식
1.07 0.60 0.85 18.19***

->정서보다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1.00 0.90

->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의한 섭식
0.44 0.04 0.52 10.39***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섭식
0.33 0.03 0.49 9.70***

외모수용

->개인 내적 외모수용 1.49 0.14 0.75 10.84***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1.00 0.59

->외모수용 행동 0.75 0.08 0.46 10.02***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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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 구조모형 검증

1) 적합도 분석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관적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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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이다. 연구모형

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쟁모형1, 경쟁모형2의 두 가지 모형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경쟁모형1은 연구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으

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부분매개모형이고, 경쟁모형2는 연구모형에서 성인애

착 안정이 외모수용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이다. 각 모형을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5>연구모형(부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

<그림 6>경쟁모형1(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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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쟁모형2(완전매개모형)

연구모형(x2=208.19 p<.001, CFI=.93, NFI=.92, IFI=.93, RMSEA=.095)과 경쟁

모형1(x2=212.60, p<.001, CFI=.93, NFI=.92, IFI=.93, RMSEA=..095), 경쟁모형

2(x2=208.56, p<.001, CFI=.93, NFI=.92, IFI=.93, RMSEA=.094)의 적합도 지수

는 모든 적합도에서 최소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각 모형 간 x2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의 차이는 △x2(1)=4.41, p<.05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의 차이도 △

(1)=0.37, p=.54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들의 비교를 통

해 최종적인 모형을 선택할 때는 x2 차이 검증을 통해 통계적인 기준과 간결

성의 원리에 따라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모형들이 서로 내재된 모형일 때 두

모형의 x2의 차이는 또 하나의 x2(△x2)이며 이 x2(△x2)차이의 자유도는 두 모

형의 자유도 차이와 같은데 이 때 두 모형간의 x2(△x2)가 유의미하면 계수가

더 적은 모형이 유의미하게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유도가 작은 모형

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두 모형의 x2차이(△x2)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두

모형의 합치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모형 간 합치도 차이가

없을 때는 “간결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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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김계수, 2008). 또한 Widaman(1985)은

두 모형을 비교할 때 CFI의 차이가 .01보다 크면 높은 CFI를 갖는 모형을 갖

는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의 CFI가 동일하였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9>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9>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x2(p) df CFI NFI IFI RMSEA

연구모형 208.19*** 46 .927 .910 .928 .095

경쟁모형1 212.60*** 47 .926 .908 .927 .095

경쟁모형2

(최종모형)
208.56** 47 .928 .909 .928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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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모형 경로계수

최종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8>과 <표 10>에 제시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이란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적인 표본추출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트스트레핑을 계속하면 모수 추정치와 표준오차는 줄게 된다(김계수, 2008).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성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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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먼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β=.71, p<.001)과 직관적 섭식

(β=.29, p<.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β=.25, p<.01)과 외모수용(β=.61,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β=.49, p<.001)에 유의미한 직

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최종모형 경로계수[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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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최종모형 효과분석[전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 안정 -> 자아존중감 .71*** - .71***

성인애착 안정-> 직관적 섭식 .29** .18 .47**

성인애착 안정 -> 외모수용 - .66*** .66***

자아존중감 -> 직관적 섭식 .25** - .25**

자아존중감 -> 외모수용 .61*** .12* .73***

직관적 섭식 -> 외모수용 .49*** - .49***

R2 자아존중감= .51 직관적 섭식= .25 외모 수용=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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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관적 섭

식에 이르는 간접경로(β=.18, p<.01)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으로 가는 간접경로

(β=.12, p<.01)도 유의함에 따라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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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간접효과의 재검증[전체]

경로 β SE z

성인애착 안정->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 .18 .16 2.29**

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외모수용 .12 .1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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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에 입각한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

저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요인 구조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형태동일성과 집단

에 따라 경로계수들이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해야하므

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검증한 모형이 두 집단 각각에서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형태 동일성 분석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이면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

한다. 남학생 집단 모형의 경우, 외모수용의 오차변량이 음수(헤이우드 케이

스)로 나타나 아주 작은 수(.0001)로 고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 집단(x2=266.29, p<.001, CFI=.92, NFI=.89, IFI=..92,

RMSEA=.068)과 여학생 집단(x2=265.08, p<.001, CFI=.92, NFI=.89, IFI=..92,

RMSEA=.068)으로 두 집단은 NFI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형태 동일성 가정의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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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성별 간 적합도 지수

x2(p) df CFI NFI IFI RMSEA

남학생 266.29*** 95 .922 .886 .924 .068

여학생 265.08*** 94 .922 .886 .923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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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집단에 따라 요인부하량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두 집단

에서 모든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수치를 추정하는 자

유모형과 잠재변인들 사이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측정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려면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의

x2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두 모형의 x2값의 차이는 △x2(5)=6.06,

p=.3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에 모형 간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표 13>모형 간 적합도 지수

x2(p) df CFI NFI IFI RMSEA

자유모형 265.29*** 95 .922 .886 .924 .068

제약모형 271.35*** 99 .922 .883 .923 .066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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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9>과 <표 14>에 제시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기법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β=.70, p<.001)과 직관

적 섭식(β=.43, p<.05)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중감은 직관적 섭식(β=.14, p=.38)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외모수용(β=.48,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β=.73,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최종모형 경로계수[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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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최종모형 효과분석[남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 안정 -> 자아존중감 .70*** - ,70***

성인애착 안정 -> 직관적 섭식 .43* .10 .53**

성인애착 안정 -> 외모수용 - .72*** .72***

자아존중감 -> 직관적 섭식 .14 - .14

자아존중감 -> 외모수용 .48*** .11 .59***

직관적 섭식 -> 외모수용 .73*** - .73***

R2 자아존중감= .49 직관적 섭식= .29 외모수용=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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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관적 섭

식에 이르는 간접경로(β=.10, p=.39)가 유의미 하지 않아 부분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으로 가는 간

접경로(β=.11, p=.39)도 유의미지 하지 않아 부분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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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간접효과의 재검증[남학생]

경로 β SE z

성인애착 안정->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 .10 .22 0.86

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외모수용 .11 .27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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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10>과 <표 16>에 제시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기법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β=.71, p<.001)에 유의

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섭식(β=.13, p=.41)에는 유의미

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β=.34,

p<.05)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수용(β=.64,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

용(β=.45,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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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종모형 경로계수[여학생]

<표 16>최종모형 효과분석[여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 안정 -> 자아존중감 .71** - .71**

성인애착 안정 -> 직관적 섭식 .13 .24* .37**

성인애착 안정 -> 외모수용 - .62*** .62***

자아존중감 -> 직관적 섭식 .34* - .34*

자아존중감 -> 외모수용 .64*** .15* .79**

직관적 섭식 -> 외모수용 .45*** - .45***

R2 자아존중감= .50 직관적 섭식= .20 외모수용= .85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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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관적 섭

식에 이르는 간접경로(β=.24, p<.05)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으로 가는 간접경로(β=.15,

p<.05)에도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17>간접효과의 재검증[여학생]

경로 β SE z

성인애착 안정->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 .24 .21 2.22*

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외모수용 .15 .11 2.08*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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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각 변인들이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본 연구모형이 외

모수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을 통해 변인 간 인과

관계를 탐색하여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

하였다. 그 다음 성별에 따라 외모수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직관적 섭식으로 가는 경로

와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매개로 하여 외모수용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

한 완전 매개 모형이 최종 경쟁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모형은 외모수

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도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의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변인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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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동안 애착 유형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과(Bylsma et at., 1997; Feeney & Noller, 1990;, 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일치하는 결과이다. 먼저 Collins와 Read(1990)는

자아에 대한 작동모델로서 애착 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안정 애착은 불안정

애착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Mikulincer, Morian, & Weller,

1993)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애착 유형에 따라 자아자존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안정 애착은 그렇지 않은 애착에 비해 자아자존감이 높게 나타

났다(박은경, 1992). 임수진과 노안영(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안정 애착은 다

른 유형에 비하여 자기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이시은(2006)의 연구결과에서

도 성인애착 안정인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가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

고 친밀함을 편안해 하는 성인애착이 안정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

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성인

안정 애착이 그 동안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과 높은 관련을 보인 자아존중감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행동은 크게 건강한 섭식행동인 적응적 섭식과 건

강하지 않은 섭식행동인 부적응적 섭식으로 나뉘어진다(류연이, 2015). 기존의

연구들은 부적응적 섭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적응적 섭식을 유발시

키고, 유지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부적응적 섭식과 반대되는 개념인 적응적 섭식의 한 유형으로 최근 인정

받고 있는(Avalos & Tylka, 2006) 직관적 섭식과 애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동안 애착의 실패는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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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애착과 섭식 태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지향(2006)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식사 행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는데, 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더 정상적이었고 불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문제 행동과 더 높은 관련

이 확인되었다. 최근 이현정과 이승연(2016)의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 애착의

하위 유형인 친밀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이상섭식이 낮게 나타나고 적응적 섭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다만 이현정과 이승연(2016)의 연구에서는 친밀차원이 높은 것

을 안정 애착으로 보고, 의존차원이 높은 것을 불안정 애착으로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Elklit & Vase(2011)의 연구와 박은경(1992)의 연구

에 따라 안정 애착을 친밀차원과 의존차원이 높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현정

과 이승연(2016)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의존차원이 안정 애착에 속하기도 하고 불안정 애착에 속하기도 하는 이유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통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안정된 애착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비

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외모를 잘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국외

의 선행연구에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성인애착

불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확인되었고 국내의 김경희(2010)의 연구결과에서

도 성인애착 불안은 매개효과를 거쳐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방지연과 정남운(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신체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서 따뜻하며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차갑거나 냉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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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Haudek, Rorty, & Henker, 1999;

De Panfilis, Rabbaglio, Rossi, Zita, & Maggini, 2003). 전준선(2006)의 연구에

서도 외모만족도가 높은 고등학생은 외모만족도가 낮은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노푸른

(2016)의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외모수용의 유의미한 정적상관

가 나타나 안정 애착일수록 외모수용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가 국내외 선행연

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성인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미루어 보아 성인 애착 안정이 외모수용

을 예측한다는 가정은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이상 섭

식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Polivy & Herman, 2002) 정상 집단과

섭식 장애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Katzman &

Wolchik, 1984). 국외 선행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이 정적 관

계를 보였고(Avalos & Tylka, 2006),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류연이, 2015)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적 섭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잘 수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신체불만족이 높

아진다는 연구결과(김영신, 양난미, 2010)와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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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또 다른 선행연구결과(손은정, 2008)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일치되

는 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와 외모수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난 이재희

(2015)의 연구결과 또한 지지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이므로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가치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

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섭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류연이(201)의 연구에서는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은 정적상관을 보

였고, 전은혜(2016)의 연구에서도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은 정적상관을 보여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은혜(2016)

의 연구에서 외모수용이 직관적 섭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섭식 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연구들이 많았고(Leon et al.,

1993) 선행연구에서 섭식 문제와 신체불만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Fabian & Thompson, 1989). 그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증상을 밝혀왔지만(Hund, Espelage, 2005; Tylka, Subich, 2004) 섭식 장

애는 생리적, 심리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

인에 의해서 발생하며(Rome, Imrie, Rybicki, & Gidwani, 1997; Thompson &

Stice, 2001)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

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 그대로 적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은혜(2016)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수용할수록 자신의 신

체적인 욕구를 잘 인식하여 적응적인 섭식인 직관적 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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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섭식을 예방하고 적응적인 섭식을 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

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잘 수용하기 때문에 직관적 섭식을 더 잘 하게 된

다고 본 것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 자신의 섭식 행동에 있어

서 자유롭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김정민과 이세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함께 신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밝혀졌는데 신체질량지수(BMI)가 자신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Must, Dallal, & Dietz, 1991)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며

(Kg/m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

로운 것으로 나타났다(Brook-Gunn et al., 1986; Thompson et al., 1995). 정은

석(2016)은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을 것이며 이는 외

모만족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자신

의 외모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고(유생열, 2011) 여고생과 여대생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외, 2008). 외모수용에도 신체질량지수

(BMI)는 관련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신체질량지수(BMI)가 낮을수록 외모

수용이 높아지며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낮아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Tylka(2015)등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

은 신체질량지수(BMI)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

되어 직관적 섭식이 높을수록 신체질량지수(BMI)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박유란(2013)의 연구결과에서 신체질량지수(BMI)이 낮을수

록 외모 만족도가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체질량지수(BMI)와 외모수용도

부적상관이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직관적 섭식을 할수록 신체질량지수(BMI)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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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가능성이 높고 신체질량지수(BMI)가 낮을수록 외모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직관적

섭식의 예측 변인으로 외모수용을 설정한 연구와 반대로 직관적 섭식을 외모

수용의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Avalos & Tylka(2006)는 직관적으로

식사하는 경향은 타고난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섭식 스타일을 지속할

가능성은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가 타

고나길 직관적으로 식사를 해오다가 개인내적인 영향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으

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거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여 기존의 섭식 행

동에 변화를 주게 되면서 결국 이상 섭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사회문

화적 영향보다 개인내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타

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외모를 수용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섭식은 타고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사회문화적으로 생기

는 외모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전제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내적 자아를 지키게 되며 자신의 기존 섭식 태도인 직관적 섭식을 유지하게

되고 신체질량지수(BMI) 또한 높지 않아 자신의 외모를 더 수용하고 존중하

며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직관적 섭식을 외모수

용에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 사이에서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은 간접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은 완전매개모형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요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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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그 관계에서 편안함

을 느끼는 사람은 애착 형성이 안정적이며 애착이 안정적인 사람은 사회적 상

호적인 관계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를 지지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킨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며, 무

슨 일이 생기든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정원식, 1983)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의 원인에 보다 기능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최정아, 1997). 이들은 섭식 행동에 있어

서도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체가 주는 자연적인 메카니즘 신호

를 신뢰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섭식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

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 직관적 섭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

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관적 섭식을 할수록 신체질량지수

(BMI)가 높지 않았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모를 수용하는데 더 용이

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했을 때, 먼저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애착 안정

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직관적 섭식을 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섭식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을 점검해보며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워

섭식 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외모를 수용하는데 자아존중감도 영향력이 있지만 직관적 섭

식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직관적 섭식을 외모수용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

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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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집단분석을 통해 구조 모형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검

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은 둘 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과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은 직관

적 섭식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

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자

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자아

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뜻하며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소벨 검증을 거쳤

으며 그 결과 남학생은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은 부분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

서 직관적 섭식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학생

은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도 직관적 섭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학생은 직관적 섭식을 하는데 있어

서 성인애착 안정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중요한 반면 남학생은 애

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외모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직관적 섭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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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학생은 외모를 수용하

는데 더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고 여학생은 건강한 섭식인 직관적 섭식

을 하는데 더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변인 간

의 관계에서 드러난 성차는 김영신과 양난미(2010)의 연구결과에서 남자대학

생과 여자대학생에서 섭식억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계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상선과 오경자(2004)

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이상 섭식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적어도 여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차지

하는 영향력은 큰 것으로 보여 지고, Striegel-Moore & Cachelin(2001)이 제

시한 바와 같이 여성에게 있어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취약성을 나타내

며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이상섭식 행동의 중요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섭식 행동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변인이

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건강한 섭식 행동을 갖기 위해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익중과 이지언(2011)은 성

별에 따라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억제하기 위한 차별적인 예방 개입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는데 비만인 여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남학생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비만인 여학생에게는 낮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선별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여자 대학생의 섭식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신뢰로운 애착 형성을 바탕으로 자

아존중감에 초점을 두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섭식 행동에 관해 도움을 주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한 친구수가 많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최정미, 김미란, 2003) 친구관계의

만족도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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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에서 여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이점숙, 김정민, 2005). 부모에 대한 애착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여전히 높은 애착의 질

을 보였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및 근접성 추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학생에 비해 분리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에 애착에 관

한 연구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어 왔지만 이러한 성차가 섭식 행동에 있어서

도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건강하고 적응적인 섭식이라 여겨지는 직관적 섭식에

있어서 성인애착 안정이 보이는 효과에 대해 향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미적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분위

기로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DSM-Ⅴ에 따르면 여성

의 유병률은 남성에 비해 약 10배이며,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

성에게 훨씬 흔하고 남성의 유병률은 여성의 1/10수준이다. 폭식장애 역시 신

경성 폭식증보다는 덜하지만 성 비율차이가 크다. 반면 남성들은 근육질의 몸

매를 만들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성의 섭식장애와 대비되는 근육이형

장애(muscle dysmorphia)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높은데(김시연, 서영석, 2012)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수용에 있어서 자신의 섭식 행동을 제한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

아존중감이 낮고, 신체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선행 연구결과들이 밝혀졌는데,

김영신과 양난미(2010)의 연구결과에서 여자대학생들에 비하여 남자대학생들

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대학생들은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했으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컸

다. 여대생들은 정상체중에도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을 실제보

다 더 뚱뚱한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에서도 남·여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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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신체매력,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체상 지각과 자기만족도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이계원, 1994; 조지숙, 1992)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구자명, 이명희,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경옥(2006)에 따르면 여성에게

는 신체적 매력이 자아개념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반면 남성에게는 자신의 몸

이 갖는 도구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남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남성은 자신의 몸을 기능적

인 면에서 평가하는 반면 여성은 주로 평가차원에서 자신의 몸을 상품가치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임수진, 2002). 본 연구결과에서

는 외모수용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에 대한 성차를 밝혀낸 결과로 기

존 선행연구에서 더 발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

생은 자기존중감이 그들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미숙과 이윤정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외모수용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남학생들

의 외모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외모를 잘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상담 장면에서 자아존중감을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

(이금희, 2007) 지속적인 향후 연구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여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수용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방법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바탕으

로 섭식 행동 및 태도에 있어서 건강하고 적응적인 섭식 행동을 갖도록 자신

의 신체가 주는 신호를 신뢰하면서 스트레스나 정서로 인한 섭식이 아닌, 다

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지 않는 섭식이 먼저 선행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것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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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인애착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직관적 섭식 그리고 외모수용의 대해 알아보며 변인 간의 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기존 연구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특히 성인애착에서도 불안

정애착과 회피애착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안정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적응적인 섭식과 부정적인 신체상에 초점을

두어 부적응적 섭식 및 부정적인 신체상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들과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인혜, 이영호,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한 것에서 벗어나 긍

정적이고 건강한 관점에서 신체이미지와 섭식행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건강한 섭식행동과 긍정적인 외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어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유용한 자료로 제공 되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두 번째 의의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를 모두

포함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섭식과 신체상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남성을 포함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영역을 확

장시켰으며 성차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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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 수집을 통한 횡단적 연구 방법의 제한점을 갖는다.

성인애착이란 발달 초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

로 내면화된 것으로 보았으나 Kirkpatrick과 Hazan(1994)의 성인 애착 변화에

관한 4년간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의 70%가 동일한 애착유형에

해당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유형이 관계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달라질 수 있고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또한 성인애착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종단적 연구나

실험연구 방법을 통하여 인과적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조사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응답자의 객관적 실체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집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

다.

셋째, 표본추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수집한 설문 391

사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한국 대학생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온라인 설문은 표본추출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취약하다는 인식이

높고 표본 대표성 확보와 표본오류 통제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실제 참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대표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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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집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으

며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상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신체질량지수(BMI)가 밝혀졌으며(김정민, 이세진,

2010) 본 연구에서도 신체질량지수(BMI)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실제

로 연구모형에 신체질량지수(BMI)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그 동안의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기여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신체이미지와 외모수용과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

들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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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성인애착 안정 척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다. 1 2 3 4 5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1 2 3 4 5

4*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1 2 3 4 5

5 나는 타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1 2 3 4 5

7*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8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

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10
나는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1 2 3 4 5

11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 싶다. 1 2 3 4 5

12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사람들을 나로부
터 멀어지게 한다. 

1 2 3 4 5

13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1 2 3 4 5

14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다. 

1 2 3 4 5

15*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6*누군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1 2 3 4 5

17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8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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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좋게)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도 다른 사랑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 한다. 1 2 3 4 5

4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남들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7  나의 삶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8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 1 2 3 4 5

9  때때로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대체로 봐서 실패자라고 느낀다.(*) 1 2 3 4 5

2)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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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관적 섭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심심할 때 내가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더라도 먹는다. * 1 2 3 4 5

2
나는 내가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

을 느낀다. *
1 2 3 4 5

3 나는 언제 먹는 것을 멈출지 말해주는 내 신체를 신뢰한다. 1 2 3 4 5

4
나는 무엇을, 언제, 그리고/또는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할 때 섭식규칙 

또는 다이어트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다. 
1 2 3 4 5

5 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1 2 3 4 5

6 나는 내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음식을 이용한다. * 1 2 3 4 5

7 나는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 * 1 2 3 4 5

8 나는 살이 찌는 음식들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 * 1 2 3 4 5

9 나는 먹을 때 내 몸이 내게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외롭다고 느낄 때 먹는다. * 1 2 3 4 5

11 나는 먹을 때 내 몸이 무엇을 먹을지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 1 2 3 4 5

12
나는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정서적 느낌(불안, 우울, 슬픔)을 
느낄 때 음식을 먹는다. *

1 2 3 4 5

13 나는 내 몸이 얼마나 먹을지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시선을 의식해서 평소보다 먹는 
것을 절제한다. *

1 2 3 4 5

15 더 먹고 싶어도 나의 체면 때문에 먹지 않는 편이다. * 1 2 3 4 5

16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식사량이 달라진다. * 1 2 3 4 5

17 더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1 2 3 4 5

18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지 않는다. 1 2 3 4 5

19 사람들이 나의 식사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20 식사할 때 나의 식사방식이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 쓴다.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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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모 수용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외모에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타인 몸매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1 2 3 4 5

4 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미용을 목적으로 체중 감량을 한다. 1 2 3 4 5

6 나는 잡지를 보더라도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7
나는 먹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모델의 

사진을 본다. 
1 2 3 4 5

8
잡지나 TV에 나오는 날씬한 여성(남성의 경우, 멋진 남성)의 

이미지가 내 몸매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내 외모를 존중한다. 1 2 3 4 5

10
식사 때 체중 증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먹고싶은 만큼 먹는

다. 
1 2 3 4 5

11
나는 남들에 비해 예쁜 외모(남성의 경우, 멋진 외모)를 가졌
다. 

1 2 3 4 5

12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는
다. 

1 2 3 4 5

13 배고플 때 체중 걱정을 하지 않고 먹는다. 1 2 3 4 5

14
미디어에 나오는 비현실적으로 마른 여성의 이미지(남성의 경
우, 몸이 좋은 남성의 이미지)가 내 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2 3 4 5

15
나는 내 몸매나 체중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
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외모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8
체중조절과 몸매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먹는다.(식
이섬유, 지방분해식품 등) 

1 2 3 4 5

19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내 외모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 109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21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 1 2 3 4 5

22 의도적으로 살이 덜 찌는 음식을 먹는다. 1 2 3 4 5

23 거울이나 가게 창문에 비친 나의 몸매를 보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24
체중조절을 위해 약물(이뇨제, 살 빼는 약, 설사제 등)을 복용한 
적이 있다. 

1 2 3 4 5

25 전반적으로 내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26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27
나는 몸매나 외모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부
분이 있다. 

1 2 3 4 5

28 나는 과도하게 크고 뚱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29 나는 언제나 예뻐(남성의 경우,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