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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가족식사의 다양한 차원과 가족건강성(응집성, 
적응성)과의 연관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족식사는 가족상호작용의 장으로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족식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식사빈
도와 같은 양적 측면에 치중하거나 단편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다차원적 
측면에서 가족식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을 가족식사의 차원으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이며 배우자가 있는 여
성 619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이다. 가족식사의 차원과 가족응집성, 가
족적응성과의 연관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근로시간, 자녀의 학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성을 종속변수로 했
을 때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대화 활발성, 대화주제 다양성, 가
족식사 중요성 인식,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가 가족응집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가
족식사에 의례로서의 의미를 높게 부여하고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활발하
게 이루어질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았다. 또한 식사준비를 위해 어머니
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았다. 
  둘째, 가족적응성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대화 활발성, 대화주제 다양성, 가족식사 내 규칙, 아버지의 식사 준비 
참여도,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가 유의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가족
식사에 의례로서의 의미를 높게 부여하고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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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가족식사를 위한 규칙의 존
재정도가 높고 식사준비를 위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으며 어머니가 경험
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가족식사의 다
차원 중 가족식사의 빈도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족식사를 단편적 시각이 아닌 다차원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족식사의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가족응집성, 가
족적응성과의 연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식사의 어떠한 차원이 가족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가족식사와 관련된 교육, 정책 등 실천적 개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서 가족식사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학령기 가족식사, 가족식사의 다차원성, 가족건강성, 응집성, 적  
         응성
학  번 : 2018-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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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공유하는 식사활동은 대인관계에서 
유대를 나누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영양
충족이라는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 상호작용으로 비롯되는 친밀감, 애정,  
신뢰의 경험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Bryant & Wang, 1990).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는 일상적으로 가정에
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보편성과 일상성은 가족식사의 중요한 
특징이다(배희분, 2014). 
  가족과의 공유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대가족에게 가족식사는 섭식의 
차원을 넘어 가족원들의 관계적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족활동 
즉, ‘가족이 만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현대의 가족은 구성원 각
자가 직장, 학교 등에서의 사회적 시간으로 인해 개별화된 생활양식을 형
성하게 된다(김진원, 2019). 특히 오늘날의 한국가족은 맞벌이 부부와 장
시간 근로, 자녀의 사교육 및 학습시간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
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배한진, 진미정, 2016). 가족공유시간이 점차 줄어들
면서 사실상 자녀가 하루 중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가족식사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국민생활
시간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0분 정도이며(조미라, 2018) 그 중에서 가족식사시간으로 보내
는 시간이 평균 38분으로(차승은, 이현아, 2018) 나타났다. 가족식사는 비
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만 매일 반복되며 누적되는 특징으로 인
해 이 시간을 통한 가족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차승은, 이현아 
2018). 이런 측면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가족식사는 하루의 일과를 
나누며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단위로서의 가족과 구
성원 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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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으로 시작되는 학령기는 가족 안에서의 삶이 가족 외부로 
확대되면서 환경과 관계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강희경, 2011). 안정
적인 가족환경에서 가족유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율성과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가족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Quick et al., 2011)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활동과 같은 일상에서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한 의미가 있다(Fiese & Schwartz, 2008).
  가족식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활동으로서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다
(Berge et al., 2014, 2019; Fiese et al., 2015; Trofholz, Schute & 
Berge, 2018; Skeer et al., 2018). 가족원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 식사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식사빈도로 
나타난다(김진원, 엄명용, 2014). 일상에서 반복되면서 가족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중요성의 가치가 부여되면 가족식사는 가족정체성을 형성하며 
가족정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의례적 특성을 가진다(Compan et al., 
2002; Fiese, 2002; Fiese, Poley, & Spagnola, 2006). 식사 중 이루어
지는 가족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은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애정의 표
현,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Berge et al., 2018; Fiese et al., 
2006; Skeer & Ballard, 2013). 한편, 가족식사는 식사 전 준비과정에서
부터 식사, 식사 후 정리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가사노동의 
수반을 필요로 한다(김진원, 2013; 최배영, 2018).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
해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가족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일정한 수행규칙이 
요구된다. 
  이렇듯 가족식사는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생활시간이면
서 가사노동이 수반되어야 하고 가족원의 역할과 규칙, 가족의례적 의미, 
의사소통, 감정, 태도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이 복합된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식사빈도(장영수, 2013; Brow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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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ranko et al, 2008; Utter et al., 2013)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사빈도 외에 다른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도 식생활만족도(조경희, 2012), 
가족역할중요도(최배영, 2018), 의사소통(배희분 외, 2013; Ho et al., 
2018) 등의 단편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가족식사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가족식사의 다차원성에 주목할 때,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가족식사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족식사는 가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비롯되
는 가족응집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의미하는 가족적응성과 연관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식사를 통해 가족의사소통이 촉진되고 가족 체계 
간 관계가 증진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구조 및 체계는 안정화된다(김진원, 
엄명용, 2014; 배재현, 2016; 최배영, 2018; Fiese, 2002; Wolin & 
Bennet, 1984). 안정된 식사분위기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가족원에 대한 감정적 지지와 정서적 지원이 이
루어진다(Saltzman et al., 2017; Skeer & Billard, 2013). 이는 개인과 
가족이 당면한 변화나 위기에 적응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배재
현, 2016; 최배영, 2018; Compan et al., 2002; Yu, Veeck & Yu,  
2015). 가족식사 수행을 위한 가족원의 협동적인 역할분담은 가족의 유대
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킨다(김진원, 2014; 최배영, 2018; Quick et al., 
2011). 한편, 변화와 위기의 상황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역할 
관계, 관계 규칙의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가족구성원이 공감하는 수준
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족결속은 더욱 증진되며 문제 
해결 및 수행능력을 높이게 된다(배재현, 2016; 최배영, 2018; Fiese et 
al., 2006).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연관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식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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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고(Utter et al., 2013) 이는 자녀의 변화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Franko et al, 2008). 식사 
중에 긍정적인 대화가 많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가족결속과 
문제해결능력 수준이 높았으며(조경희, 2012) 가족식사에 의례로서의 의미
를 높게 부여할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배재현, 박
세정, 2017; Compan et al., 2002). 또한 가족원이 가족역할중요도를 높
게 인식할수록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았다(최배영,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식사와 가족체계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식사가 개인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이현아, 최인숙, 2013; 
신효식 외, 2017; Berge et al., 2012; Eisenberg et al., 2004; 
Fulkerson et al., 2008; Neumark-Sztainer et al., 2010; Snow & 
Beals, 2006)에 비해 가족체계와의 연관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또한 관련 연구들도 부모-자녀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장영수, 
2013; Brown et al., 2019; Utter et al., 2013) 가족식사를 다른 가족 활
동과 함께 가족의례활동으로 통합하여(배재현, 박세정, 2017) 살펴보고 있
다. 이에 독립적인 가족공유시간으로서 가족건강성과 연관을 가지는 가족
식사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가족식사의 다양한 차원
과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
족식사의 다차원은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
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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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학령기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학령기 가족의 응집성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가족식사의  

차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학령기 가족의 적응성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가족식사의  

차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연관을 가지는 가족식사를 다차원
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족식사와 관련
된 정책의 방향이나 가족식사 관련 프로그램 등 실천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서 가
족식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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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학령기 가족식사의 의의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가족원 간
의 애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배희분 외, 2013; 유계숙 외, 2011). 현대의 가족은 직업생활
과 학업생활이라는 가족구성원 각자의 사회적 시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공유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국민생활시간조사, 2014). 
직업과 학업의 사회적 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를 위한 가족공유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된다. 
  가족식사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가족공동체임을 인식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대시키
는 가족공유활동이다. 20분 정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 음식이 제공
되어 소비되고 각자의 역할이 배분되며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고 서로의 
일정과 미래의 일도 논의하는 등 압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이다(Fiese et al., 2006). 또한 매일 반복되어 이루어지며 누적되는 
시간으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활동의 장이라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족식사시간은 자녀들이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조미라, 2018; 차승은, 이현아 2018).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
간을 통해 자녀에 관한 부모의 관여와 감정적 투자가 이루어지며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하며 자녀의 사회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Compan et 
al, 2002).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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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학령기의 가족식사는 자녀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agnola & Fiese, 2007). 
  학령기는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시기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입
학으로 시작되는 학령기는 학교라는 공식적 체제로의 진입으로 인해 가족
이라는 환경 속에 머무르던 아동의 삶이 가족 외부 환경으로 확대되는 시
기이다(강희경, 2011). 부모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아정체성이나 안정된 정서, 대인관계능력은 교사 및 또래 친구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가족환경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Fiese & Schwartz, 2008). 
  학령기에는 비교적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진미정, 2008) 이 시
기의 아동은 가족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다(Spagnola & Fiese,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령기에는 다른 학교 
급에 비해 가족식사 빈도가 높고(배한진, 진미정, 2016; 차승은, 이현아, 
2018) 가족식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기완, 조용주, 2007; 
이기완 외, 2008; 이현아, 2014). 또한 가족식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완 외, 2008; 이현아, 2014; 신효식 외, 
2017; Fulkerson et al., 2006). 이에 비해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학업
으로 인해 가족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이 줄어들고(배한진, 진미정, 2016) 또래 등 가족 외적인 요인이 더 큰 영
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배희분, 2014). 가족식사의 의미나 중요성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Miller, Waldfogel, & Han, 2012)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활동과 같은 일상에서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령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식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가족식사가 자녀의 영양섭취(김윤희, 2015; 전대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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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2017), 식이행동(김윤희, 2014; 김지혜, 2018; 이서연, 2014; 장영
수, 2017, 전대화, 2017; Berge, Wickel & Doherty, 2012; Hammons 
& Fiese, 2011; Larson et al., 2012; Neumark-Sztainer et al., 2004; 
Neumark-Sztainer, et al., 2010; Utter et al., 2019)에 미치는 영향이
나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언어발달(Snow & Beals, 2006), 학업성취(강소
영, 2017; 신우경 외, 2017; 윤소영, 2013; CASA1), 2009; Eisenberg et 
al., 2004; Fulkerson et al., 2006b)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결과를 축적해왔다. 한편, 학령기의 가족식사의 질적 환경의 영향을 살
펴본 Harbec et al.(2018)은 식사분위기, 대화, 가족원간의 신뢰감, 수용, 
가족식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 등과 같은 가족식사의 질적 환경이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사회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족식사
가 잘 이루어질 때 학령기 자녀의 학교적응정도가 높았으며(이현아, 2014; 
Harbec et al., 2018) 사회성 점수가 높고 반대로 친구관계문제는 적게 
나타났다(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또한 사교성과 준법성(유계숙 외, 
2011), 외향성, 친근성, 감정적 안정성(신효식 외, 2017)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식사가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학령기의 가족식사가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가족환경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Fiese & 
Schwartz, 2008). 
  관계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학령기의 특성 상 안정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가지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가족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환경으
로서의 가족식사의 의미에 주목하여 학령기 가족식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콜롬비아대학교 약물오남용센터(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at Columbia Univercity)의 연구로 약물오남용에 대한 가족식사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가족식사의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보고함(2007,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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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가족식사의 다차원성

  가족식사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활동으로 다차원적 특성
을 가진다(Skeer et al., 2018).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단순한 행위로 보이
지만 식사를 위한 준비, 식사, 식사 후 정리 등 여러 과정을 포함하는 활
동이다(김진원, 엄명용, 2014). 식사 장소, 식사 중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
언어적 의사소통,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 식사 중 가족원의 역할, 식사규
칙 심지어 식탁에서의 구성원의 자리배치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Fiese et al., 2006).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지며
(Skeer & Billard, 2013) 가족에게 의미있는 활동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 가족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례적 특성을 
가진다(Fiese & Klein, 1993). 또한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식사
와 관련된 규칙,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감정적 투자 등 식사를 둘러싼 모
든 과정에는 가족의 상호작용적 역동이 드러나므로 넓은 의미의 가족식사
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식사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양적 측면에서의 가족
식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사빈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런 연구경향으
로 인해 식사빈도가 자녀와 부모의 발달 및 적응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식사빈도와 관련된 일부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가족식사의 효과가 양적 측면인 빈도에서 독립적
으로 나오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Miller et al., 2012; 
Neumark-Sztainer et al., 2010).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한 종단연구와 
광범위한 관련 변수를 통제한 결과, 식사빈도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Musick & Meier, 2012), 효과가 사라진 연구결과(Miller et al., 2012)가 
발표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가족식사를 양적 측
면인 빈도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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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erge et 
al., 2013, 2018, 2019; Fiese et al., 2015; Harbec & Pagani, 2018; 
Sen, 2019; Skeer et al., 2018). 
  본 연구는 가족식사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가족식사의 특성
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식사의 차원을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식사의 빈도

  식사빈도는 가족식사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하
는 것으로 양적 측면에서의 가족식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가족식
사의 효과에 있어 식사빈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keer & 
Billard, 2013). 가족식사빈도는 자녀의 신체적 발달(김미선, 2011; 김윤
희, 2015; 장영수, 2017; 전대화, 2015; Eisenberg et al., 2008; 
Fulkerson et al., 2008, 2014; Hammons & Fiese, 2011), 인지적 발달
(Snow & Beals; 2006), 사회・심리적 발달(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신효식 외, 2017; 유계숙 외, 2011; Eisenberg et al., 2004; 
Franko et al., 200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의 위험행동의 
발현과 부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08; 
Fulkerson et al., 2006b; Goldfarb et al., 2015; Utter et al., 2013).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족식사는 개인의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가족을 결속시키고 가
족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결과적으로 가족체계
를 안정화시킨다(조희금 외, 2011). 식사빈도와 가족체계와의 연관을 살펴
본 연구결과, 식사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관계점수가 높았으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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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2013; Brown et al., 2019) 가족응집성을 높게 인식하였다(Utter et 
al., 2013). 또한 가족원은 가족의 영양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 관해 만
족하고(Ho et al., 2018; Utter et al., 2013, 2018) 가족생활만족도의 수
준이 높았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김진원, 2013). 
  식사빈도 측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빈도의 측정방식이 연
구마다 상이하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모두 포함한 빈도를 측정하거나
(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김진원, 2013; 장영수, 2014) 시간대를 한
정하여 아침식사빈도를 측정하거나(이서연, 2014; 이혜원, 최경옥, 2010; 
홍정민, 2017; Larson et al., 2016) EAT Project2)는 저녁식사빈도를 측
정하고 있다. 부모의 동반여부에 초점을 두어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아침식사빈도와 저녁식사빈도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배희분 외, 2013; 이
현아, 최인숙, 2013). 이와 같이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은 가족식사빈
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가족식사는 시간대에 따라 어떤 가족식사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식사의 
시간양이나 빈도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Larson et al, 2016;  
Berge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침 가족식사와 저녁 가족식사
의 빈도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로 구분하여 가족식사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면서 가족 구성

2) 국가주도 하에 미네소타 대학 주관으로 EATⅠ(1998-1999), EAT Ⅱ(5-year follow up 
survey), EAT Ⅲ(10-year follow up survey), EAT Ⅳ(15-year follow up survey), 
EAT 2010, F-EAT (2010)으로 진행됨. 청소년의 체중, 식습관, 식행동, 신체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예방적 요인들을 개인적‧ 가족적・사회적 차원(ecological framework)에
서 밝혀내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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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감정적인 맥락이 발생하는 장으로 가족
의례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가족의례(family ritual)란 가족식사와 같이 일
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활동을 포함하여 가정 내 관습, 가족행사, 기념일 
등 가족이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Fiese, 2002; Fiese & Klein, 1993). 
가족의례는 가족생활의 문화적, 생태학적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로, 가족구
성원이 함께 지속적으로 행하며 가족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이다. 또한 가족생활이 가족원의 발달과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가족의 삶을 구조화하며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과 
변화와 전이의 과정에서 안정성을 제공한다(Fiese et al., 2002). 가족의례
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하고 정서적 밀착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응집성을 강화
한다(Meredith et al., 1989).
  가족의례 학자인 Fiese와 동료들(2006)에 따르면 가족식사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상호작용패턴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식사의 수행
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면대면의 상호작용 패턴은 그 가족의 기능과 일치
한다. 또한 가족체계에서부터 상위체계로까지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서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Fiese et al., 2006). 즉, 가족식사는 일상에
서 자주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가족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례적 특성과 기능을 가진다(Fiese & Klein, 1993).
  가족식사의 의례성은 가족이 식사활동에 의례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 
로 가족식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활동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김진원, 엄명용, 2014). 가족의례가 가
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의례활동을 통해 
친밀감, 결속감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Compan et al., 2002) 생활만
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고(김은영, 박정윤, 2013) 가족건
강성의 하위차원(의사소통, 유대감, 문제해결 및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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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등)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배재현, 2016; 
배재현, 박세정, 2017;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17).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가족식사의 의례성을 가족식사의 한 차원으로 구성하여 가족응집성, 가
족적응성과의 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관계에서 가족원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호, 요구, 감정을 공
유하게 된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신
변이나 감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교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이현아, 최
인숙, 2013; Trofhloz et al., 2018). 
  식사시간은 가족원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며 하루의 일과, 간단한 일
정 등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는 시간이다(Fiese et al., 2006; 
Quick et al., 2011; Berge et al., 2018; Skeer et al., 2018). 청소년의 
75%는 식사시간을 통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며(CASA, 2010) EAT 
Project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94.6%, 자녀의 64.6%가 ‘식사 시간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시간 이상으로 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Fulkerson, Newmark-Sztainer & Stroy, 2006a, 2011). 편
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을 
높이고 이는 가족관계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배희분, 2014; 유계숙 
외, 2011). 주로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만 주기적인 의사소통으
로 애정, 신뢰, 유대감이 형성되면 다양한 주제로 대화의 범위가 넓혀지기
도 한다(Skeer & Ballard, 2013). 가족의 일정과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가족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은 더욱 강
화되고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갖게 된다(Yu et al., 2015). 
  식사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식사분위기를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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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Saltzman et al., 2017)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e et al., 2012, 2014; Watts et al., 2017). 식
사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양과 만족도가 가족의 복지와 정적 연관
성이 나타났으며(Ho et al., 2018) 가족식사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김진원, 엄명용, 2013; 배희분 외, 2013; Ho et al., 
2018)가 확인되었다.
  가족식사와 의사소통과의 연관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가족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대화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해
외연구로 체중과 건강관련 대화내용이 자녀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
(Trofholz et al., 2018), 형제간의 외모나 체중비교와 관련된 대화내용이 
자녀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Berge et al., 2015)에 관한 연구가 있다. 비
만과 관련한 대화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국내연구로는 식사 
중 이루어지는 대화주제의 일반적인 경향 조사(조경희, 2012)에 불과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족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차
별 점을 두어 식사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한정하여 대화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는 대화 활발성과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대화주제 다양
성을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 규칙은 가족식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해진 가족원 간의 약속
이다. 음식섭취, 식사행동, 텔레비전,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의 사용, 식사
예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동방식에 관해 가족만의 정해진 규칙이 있다
(Skeer et al., 2018; Trofhloz et al., 2017). 식사규칙은 식사 행위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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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식사예절은 가정 안에
서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일방적이며 강압적 방식이 아닌 가족원의 합의
에 의한 규칙의 설정과 유연한 이행은 가족공유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긍
정적으로 기능한다(Fiese, et al.,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식사 규칙은 가족유대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
으며(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가족식사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의 경우 식사수행에서의 가족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Berge et al., 2018; Skeer et al., 2018).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사 규칙의 존재 정도에 따라 친구관계 
문제와 사회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자
녀의 위험한 체중조절 행동의 발현과 부적 연관성을 나타냈다
(Neumark-Sztainer et al., 2004, 2008).
  한편, 가족식사 규칙과 함께 가족식사 관련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식사는 식사 전 준비에서부터 식사, 식사 후 정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식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의 역
할이 정해지고 상황에 따른 역할의 배분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최배영, 
2018). 가족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면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가족식사의 긍정적 기능은 극대화된다. 가족원의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때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배재현, 2016; 최배영, 2018) 가족생
활만족도가 높았다(김진원, 2013). 가족원의 협동적인 참여가 가족식사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Herman et al., 
2012; Quick et al., 2011). 
  그러나 젠더화된 가사노동의 속성상 가족식사 관련 역할도 여성에게 집
중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식사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모두가 한다’ 22.5%에 비해 ‘어머니가 주로 담당한다’가 70.5%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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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식 외, 2017) 어머니가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식사를 위한 역할이 일부 가족구성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진원, 2018, 조미라, 2019).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식사에
서의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소
영, 2017; 이현아, 2018; Davison et al., 2016, 2018; Guerrero et al., 
2016; Saltzman et al., 2019). 이들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식사행동과 신체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Guerrero et al., 2016; Davison et al., 2018) 식사 시 아버지의 부재
가 식사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관여정도가 어머니와 자녀사이
의 긴장을 완화시켜주었다(Saltzman et al., 2019). 또한 식사활동을 포함
하여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가족건강성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너르진 어용게렐, 2014).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
할을 가족식사의 한 차원으로 구성하여 가족식사 내 규칙, 가족식사 내 역
할,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정도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의 연관을 살
펴보고자 한다, 
  
  5.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은 가족식사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가
족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부여정도, 가족식사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
스, 가족식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Skeer et al., 2018). 가족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면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기대하고(Fulkerson et al., 2006a; Skeer et al., 2018) 다른 상황
이 있더라도 가족식사를 우위에 두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런 태도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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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가족식사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한다(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Newmark-Sztainer et al., 2004; 
Fulkerson et al., 2006a).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식사의 중요성 정도는 
가족유대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자녀
의 발달과도 연관성을 보이며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위험
식이행동의 발현이 적고(Newmark-Sztainer et al., 2004) 외향성, 친근
성 등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한편, 가족식사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와 같은 인식요인
도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
거나 시간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는 없기 때문이다(천혜정, 2004). 특히 가족식사의 주된 역할 담당자인 어
머니의 경우 과중한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김진
원, 2013; 천혜정, 2004; 최배용, 2018).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
해 여성들은 음식준비에서부터 식사 중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 통
제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Fulkerson et al., 2011; Quick et al., 2011; Trofholz et al., 2018).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족식사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김진원, 2019; Quick et al., 2011; Trofholz et al., 2018) 이
는 가족건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외에서는 가족식사 수행을 둘러싸고 여성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erge et al., 2017, 2018; 
Fulkerson et al., 2011). 예를 들어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식사 분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Saltzman et al., 2017)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자녀
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e et al., 2017, 
2018). 가족식사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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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반적인 식사분위기,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차
원을 가족식사의 중요성 인식정도와 식사준비에 있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구성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과의 연관을 살펴보고
자 한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구분하여 가
족식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여 식사준비를 위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
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3 절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   

  1. 가족건강성의 정의 및 구성요소

  가족 관련 연구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병리현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서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면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
는 방법에 관한 논의로 연구경향이 변화해 왔다(유영주, 2004). 이러한 배
경 하에서 등장한 건강가족 관점은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
전적 잠재력과 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유영주, 
2004). 건강가족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얼마나 잘 이
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Olson & DeFrain, 2003).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상호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가족의 
기능 정도는 가족체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원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유계숙, 2004; 옥경희, 2017).
  가족건강성의 하위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지
만 크게 응집성(cohesion), 적응성(adaptability),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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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상위체계와의 연계(connectedness to super 
system)로 이루어진다(유영주, 2004). 이러한 하위차원에 따라 건강한 가
족의 특성을 규정짓게 되는데 Olson, Sprenkle & Russell(1979, 1983)은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와 변화에 대한 적응
력을 통해서 가족체계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발표하였다. 
  순환모델에 따르면 가족행동은 응집성(cohesion)과 적응성
(adaptability)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응집성은 가족구성
원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Olson, 2000). 응집성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 외부환경과 하위체계간의 경계, 연합의 대상과 정
도, 가족 안에서 개인의 시간, 공간, 친구의 허용정도, 의사결정유형, 가족
전체 활동과 개인 활동의 보장정도로 측정된다. 가족 간에 정서적 유대감, 
연결됨이 강하면서 동시에 가족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유대감과 자율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상태를 가리킨다. 적
응성은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Olson, 
2000). 적응성은 가족을 둘러싼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가족 내의 
권력구조, 협상,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며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측정된다. 즉, 가족체계가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적응
적인 체계로 기능하는 상태를 가리킨다(Olson, 2011; 2019; Tomas & 
Ozechowski, 2000). 
  순환모델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비선형적인(curvilinear) 관계가 나
타나서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balanced)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족이 기능하여 가족과 가족원의 발달에 바람직한 상태가 된
다.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인 경우
(unbalanced family)는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가정하였다(Barnes & 
Olson, 1985). 그러나 Olson이 개발한 가족응집・적응척도(FACES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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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척도를 활용
한 일부 연구에서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경우, 전문가나 외부관찰자의 관점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양 극
단 수준이 측정되었으나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 자기기입식의 측정방식으
로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양 극단 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Olson, 2011; 
Tomas & Ozechowski, 2000).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균형수준 안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lson, 1994)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ll & Barnes, 1993). 또한 가족의 기능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이현아, 최인숙, 2013; Olson, 2019) 인종과 문화에 
따라서도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순환모
델의 비선형적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Olson, 
2000; 2019). 
  Olson et al.(2011)은 기존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2개의 균형수준의 
척도(balanced cohesion, balanced flexibility)와 4개의 극단수준의 척
도(disengaged, emmeshed, chaotic, rigid)의 총 6개의 하위척도,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FACES Ⅳ를 개발하였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균형수준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lson, 1994) 응집성과 적응성 수
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잘 기능하여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현아, 최인숙, 2013; Farrell & Barnes, 1993). 국내연구에서도 가족
기능이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FACES Ⅳ의 균형수준의 응집성・
적응성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박안숙, 2017; 배재현, 2016; 옥경희, 
2017).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비롯되는 가족
건강성을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축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가족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하여 이와 연관을 가지는 가족식사의 다차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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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연관성

  가족식사와 같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활동은 가족원의 적극적
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사소통이 촉진되고 가족 
체계 간 관계가 증진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구조 및 체계는 안정화된다(김
진원, 엄명용, 2014; 배재현, 2016; 최배영, 2018; Fiese, 2002; Wolin & 
Bennet, 1984). 식사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가족원의 일상을 이
해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적 지지와 정서적 관여가 이루어진다(Saltzman 
et al., 2017; Skeer & Billard, 2013). 이를 통해 가족식사가 개인과 가
족이 당면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가는 가족공유시간으로 기능하
게 된다(배재현, 2016; 최배영, 2018; Compan et al., 2002; Yu & 
Veeck, 2015). 한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가족식사는 원활한 수행을 위
해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역할배분이 필요하다. 가족원의 협
동적인 역할분담은 가족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킨다(김진원, 2014; 
최배영, 2018). 가족식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위기의 
상황에서는 역할 관계, 관계 규칙의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가족구성원
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조정의 과정에서 가족결속은 
더욱 증진되며 문제 해결 및 수행능력을 높이게 된다(배재현, 2016; 최배
영, 2018; Fiese et al., 2006; Saltzman et al., 2019). 따라서 가족식사
는 가족체계가 유대감과 자율성,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가족건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
족식사빈도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을 높게 인식하고(Utter et al., 2013)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애정, 감정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였으며(Brown et 
al., 2019). 부모와 청소년자녀 간 관계 점수도 높았다(장영수, 2013). 또
한 가족응집성을 강화시켜 자녀의 변화대처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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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ko et al, 2008). 조경희(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식사 중에 긍정적인 대화가 많고 칭찬이나 격려, 유머 등 적
극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가족건강성이 향상되었다. 가족원이 가족
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았으며(최배영, 
2018)은 가족식사에 의례로서의 의미를 높게 부여할수록 가족응집성과 가
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배재현, 박세정, 2017).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식사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의 연
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체계 전체와의 연관보다는 부모 자녀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장영수, 2013; Brown et al., 2019; Utter et 
al., 2013) 식사빈도(Franko et al, 2008), 식생활만족도(조경희, 2012), 
가족역할중요도(최배영, 2018)라는 단편적 차원에서 가족식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가족식사를 다른 활동과 함께 가족의례로 통합하여(배재현, 박
세정, 2017)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족의 상호작용
의 장으로서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는 가족식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가족식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의 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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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한국연구재단 지원)인 서울대 학부모
정책연구센터의 학술용역과제인 ‘가족식사 부모교육 2.0 개발연구’(이재림, 
김영선, 최새은, 2019)’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9년 5월에 전
국에서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가족의 어머니 6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어머
니 619명의 자료를 최종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 첫째 자녀의 학년, 성
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할당표집 방
식의 표본설계를 하였다. 국내의 리서치 기관인 엠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온라인 패널 중 연구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패널 구성원
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할당표집기준에 따라 
첫째 자녀의 학년(고학년, 저학년)과 성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각각 균등
비율로 표집하도록 온라인 조사 시스템이 프로그래밍 되어있어 필요한 인
원수가 충족된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
워나갔다. 
  온라인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들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
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으며, 한번 조사에 응한 대상자
는 동일한 조사에 다시 응답할 수 없고, 모든 문항에 응답한 후에 다음 페
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측값이 없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주요 측정도구의 응답분포를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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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료의 설문지 중에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평균 연령은 어머니의 
경우는 39.6세(표준편차 3.75)로 20대 7명(1.1%), 30대 291명(47.0), 40대 
319명(51.5%), 50대 이상 2명(0.3%)으로 30~40대가 전체 중 98.5%를 차
지하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41.8세(표준편차 4.07)로 20대 4명(0.6%), 30
대 183명(29.6%), 40대 417명(67.4%), 50대 이상 15명(2.4%)으로 30~40
대가 전체 중 97%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4년
제 이상)졸업이 316명(5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
교 졸업 1명(0.2%), 중학교 졸업 3명(0.5%), 고등학교 졸업 77명(12.4%), 
대학교 2~3년제 졸업 178명(28.8%), 대학원 졸업 44명(7.1%)이었다. 아버
지의 경우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이 331명
(53.5%)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1명(0.2%), 중학교 졸업 3명
(0.5%), 고등학교 졸업 96명(15.5%), 대학교 2~3년제 졸업 127명(20.5%), 
대학원 졸업 61명(9.9%)이었다.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경우 ‘일을 하고 있
음’이 299명(48.3%), ‘직장이 없음’이 308명(49.8%), ‘직장이 있지만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음’ 12명(1.9%)으로 취업유무는 거의 유사한 비율
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경우는 ‘일을 하고 있음’이 587명(94.8%), ‘직장이 
있었지만 일을 하지는 않음’이 15명(2.4%), ‘직장이 없음’이 17명(2.7%)이
었다.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의 경우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전체 311명 중 
상용근로자가 235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근로자 25명(4%), 일용
근로자16명(2.6%), 무급가족종사자 16명(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명(1.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368명(59.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명
이 192명(31%), 3명 이상이 59명(9.5%)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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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아 322명(52%)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자녀의 학년
은 6학년이 174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 98명(15.8%), 2학년 
99명(16%), 3학년 121명(19.5%), 4학년 59명(9.5%), 5학년 68명(11%)이
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다양하게 분포되었지만 400~500만원 미만이 
145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 124명(20%), 500~600
만원 미만 98명(15.8%), 600~700만원 미만 67명(10.8%), 700~800원 미
만 64명(10.3%)의 순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이 6명(1%), 1000만원 이상은 
17명(2.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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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 = 619)
                              모         부             

어머니M(SD) 아버지M(SD) n(%)
연령(평균) 39.6(3.75) 41.8(4.07) 자녀수(전체)

1명
2명
3명 이상

192(31.0)
368(59.5)

59(9.5)

n(%)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M(SD)

7 (1.1)
291(47.0)
319(51.5)

2(0.3)
39.6(3.75)

4(0.6)
183(29.6)
417(67.4)

15(2.4)
41.8(4.0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2~3년제) 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

취업상태
일을 하고 있음
직장이 있지만 일을 
하지는 않음
직장이 없음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0.2)
3(0.5)

77(12.4)
178(28.8)
316(51.1)

44(7.1)

299(48.3)
12(1.9)

308(49.8)

235(38.0)
25(4.0)
16(2.6)
8(1.3)

11(1.8)
16(2.6)

1(0.2)
3(0.5)

96(15.5)
127(20.5)
331(53.5)

61(9.9)

587(94.8)
15(2.4)

17(2.7)

493(79.6)
9(1.5)
6(1.0)

41(7.0)
33(5.6)
5(0.9)

자녀 성별
남
여

첫째자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900만원 미만
9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97(48.0)
322(52.0)

98(15.8)
99(16.0)

121(19.5)
59(9.5)

68(11.0)
174(28.1)

6(1.0)
21(3.4)
51(8.2)

124(20.0)
145(23.4)
98(15.8)
67(10.8)
64(10.3)
17(2.7)
9(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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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측정 도구

  1. 가족식사의 다차원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의 차원을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
식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침 가족식사빈도, 저녁 가족식사
빈도 2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침 가족식사는 “같이 사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아침식사는 일주일에 평균 몇 끼입니까?”와 저녁 가족식사는 “같이 
사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식사는 일주일에 평균 몇 끼입니까?”의 2문
항으로 ‘없다’ 0점에서 ‘7끼(매일)’ 7점까지 표시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가족식사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의 의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Fiese와 Klein(1993)의 가족의례
척도(FRQ: Family Ritual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인 FRQ
척도는 의미 분화된 문장을 선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FRQ 척도를 
이용한 연구에서 상반으로 의미 분화된 두 문항을 단일문항으로 통합하여 
Likert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김은영, 
박정윤, 2012; 최배영, 2018)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존 번안자들의 문항을 참고하고 김진원(2013)이 사용한 번역을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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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였다. 
  FRQ 척도는 가족의례성을 정규성, 관습성, 참여기대, 역할, 감정적 투
자, 의미부여, 지속성, 계획성의 8문항으로 개념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역할, 감정적 투자, 계획성을 제외한 5문항을 사용하여 의례성을 
측정하였다. 가족식사의 관습성은 “진술문 1: 우리 가족은 식사시간이 달
라진다”와 “진술문 2; 우리 가족은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다”로 대립된 두 
가지의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문장을 토대로 응답에 따라 ‘진
술문 1-매우 그렇다’ 1점, ‘진술문 1-대체로 그렇다’ 2점, ‘진술문 2-대체
로 그렇다’ 3점, ‘진술문 2-매우 그렇다’ 4점으로 처리하였다. 정규성, 참
여기대, 의미부여, 지속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례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산하였고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
에 부여하는 의례적 의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67으로 조금 낮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3)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중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식사 중의 대화 활발성, 대
화주제 다양성의 2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대화 활발성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자녀가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중에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
까?”의 2문항으로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1점, ‘약간 대화한다’ 2점, ‘활
발하게 대화한다’ 3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 중 대화가 더 활발함을 의미한다. 대화주제 다
양성은 12가지 대화주제에 대해 가족식사 중에 이야기하는지의 여부를 활
용하여 변수화하였다. “가족식사 중에 다음의 대화주제를 얼마나 자주 이
야기합니까?”의 문항으로 ‘먹고 있는 음식(메뉴, 영양 등)’, ‘자녀의 일과’, 
‘자녀의 학업’, ‘자녀의 학교생활’, ‘자녀의 친구’, ‘자녀의 연애’,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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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부모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친인척’, ‘가족일정’, ‘정치・사회・
시사’, ‘방송・연예・문화’ 등 12가지 항목에서 ‘하지 않음’ 0점, ‘가끔’, 
‘자주’, ‘항상’은 1점으로 처리하여 12개 항목의 총합을 계산하여 분석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4)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식사 내 규칙, 가족 
식사 내 역할,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 3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족식
사 내 규칙은 “우리 가족은 식사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의 1문항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표시가능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와 관련된 규칙의 존재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식사 내 역할은 “우리 가족은 식사할 때 각자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
다”의 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표시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수행을 위해 가족원의 역할이 정해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는 장보기, 조리하
기, 상차리기, 식사 후 정리하기, 설거지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하지 않음’ 0점에서 ‘매우 자주’ 3점까지 표시가능하며 5개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5)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인식한 가족식사 중
요성,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의 2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족식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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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의 
1문항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중요함’ 10점까지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는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술용역
과제인 「가족식사 부모교육 2.0 개발연구」의 연구진들이 김기현, 강희경
(1997)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
녀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느
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를 비롯한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5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머니가 경험하
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 척
도 5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가족건강성

  Olson et al.(2011)이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Ⅳ(FACES IV)를 이용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을 측정하였다. FACES IV의 저작권(문항 사용권)은 Life Innovations, 
Inc.에 있어 사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
(도남희 외, 2017)에서 사용한 번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ACES Ⅳ는 
6개의 하위척도(2 Balanced levels, 4 Unbalanced levels)3),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균형상태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Balanced Adaptability and Balanced Cohesion) 2개의 하위척도, 14

3) 2 balanced levels: balanced cohesion, balanced adaptability
  4 unbalanced levels: disengaged, enmeshed, chaotic, ri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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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은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면서도 각자 독립적이다”를 비롯한 
7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표
시 가능하며 7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적응성은 “우리 가족은 문제
를 해결할 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
로 절충하고 타협한다”를 비롯한 7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표시 가능하며 7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가족응집성은 .85, 가족적응성은 .8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투입한 통제변수는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근로시간, 자녀학년, 월평균 가구소득이었다. 통제변수의 
선정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배재현, 박세정, 
2017), 월평균 가구소득(이상길, 2004), 부모의 취업여부, 자녀의 나이(옥
경희, 2017)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이
루어졌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졸업’ 1에서부터 ‘대학원 졸업’ 6까지 표시하도록 하여 연속변수로 사
용하였다.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
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하
였다. 자녀 학년은 ‘1학년’ 1에서부터 ‘6학년’ 6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급간으로 ‘100만원 미만’에서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1단계로 표시하도록 하여 응답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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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식사의 차원,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가족식사의 여러 차원과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식사의 빈도 
차원으로 아침 가족식사빈도, 저녁 가족식사빈도의 2개 변수, 가족식사의
의례성 차원으로 1개 변수,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차원으로 2개 변수, 가
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차원으로 3개 변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차
원으로 2개 변수 총 10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족응집성, 가족적
응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와 분산팽창지수 VIF를 검토하였을 때 모든 모형에서 1~2사이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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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전반적 경향

  가족식사의 각 차원과 가족건강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4-1>과 같다. 

<표 4-1>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차원 변수 문항 범위 M SD

가족식사의 빈도 아침 가족식사빈도
저녁 가족식사빈도

1
1

0-7
0-7

3.33
4.61

2.43
1.93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 건강성

의례성

대화 활발성
대화주제 다양성

가족식사 내 규칙
가족식사 내 역할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5

2
12

1
1
5

1
5

7
7

1-4

1-3
0-12

1-4
1-4
0-3

1-10
1-5

1-5
1-5

2.94

2.30
10.41

2.57
2.46
1.00

8.62
2.58

3.87
3.50

.41

.48
1.49

.48

.80

.67

 1.91
.74

.5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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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간 온가족이 함께 한 가족식사빈도를 측정한 결과, 저녁식사가 평
균 4.61끼(표준편차 1.93)였으며 아침식사는 평균 3.33끼(표준편차 2.43)로 
나타났다. 가족식사빈도의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아침식사의 경
우 1주일에 2끼가 186명(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으로 매
일에 해당하는 7끼가 127명(20.5%)이었다. 저녁식사의 경우도 1주일에 3
끼 74명(12%), 2끼 102명(16.5%), 1끼 17명(2.7%), 0끼 3명(0.5%)이었다.
  가족식사의 의례성은 평균 2.94점(표준편차 .41)으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 중 의
사소통에서 대화 활발성은 평균 2.30점(표준편차 .48)으로 점수범위(1-3
점)를 고려할 때 식사시간 중에 대화 활발성 정도는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
었다.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의 대화 활발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 아침식사
의 경우 ‘약간 대화한다’가 386명(62.4%), ‘활발하게 대화한다’가 148명
(23.9%)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녁식사의 경우는 ‘약간 대화한다’ 265
명(42.8%)에 비해 ‘활발하게 대화한다’가 333명(53.8%)으로 더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어 아침식사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저녁식사시간에 
대화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화주제 다양성은 평균 
10.41점(표준편차 1.49)으로 점수범위(0-12점)를 고려할 때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족식사 중에 가끔 또는 자주, 항상 대화하였다.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에서 가족식사 내 규칙의 평균 2.57점(표준
편차 .43)으로 점수범위(1-4점)을 고려할 때 가족식사와 관련된 규칙은 대
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 내 역할은 평균 2.46점(표준편
차 .80)으로 점수범위(1-4점)을 고려할 때 가족식사를 위한 가족원의 역할
도 대체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는 평균 
1.0점(표준편차 .67)로 점수범위(0-3점)를 고려할 때 중간 이하의 수준으
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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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점(표준편차 1.91)으로 점수범위(1-10점)를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가
족식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식사준
비 스트레스는 평균 2.58점(표준편차 .74)으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은 평균 3.87점(표준편차 .57), 가족적응성은 평균 3.50점(표
준편차 .597)으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
다. 가족응집성 수준이 가족적응성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제 2 절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연관성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
다.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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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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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식사빈도

 2. 저녁식사빈도  .371***   1

 3. 의례성  .209***  .254***   1

 4. 대화 활발성  .199***  .105**  .331***   1

 5. 대화주제 다양성  .099*  .142***  .147***  .153***   1

 6. 가족식사 내 규칙  .000  .018  .124**  .115**  .068   1

 7. 가족식사 내 역할  .035  .066  .149***  .137**  .128**  .125**   1

 8.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  .026  .010  .153***  .072  .201***  .096*  .294***   1

 9. 식사중요성  .236***  .136**  .312***  .228***  .097*  .105**  .053 -.016   1

10.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 -.028 -.073 -.211*** -.121** -.068 -.003 -.019  .026 -.125**    1

11. 가족응집성  .131**  .070  .390***  .317***  .186***  .171***  .123*  .125**  .333*** -.283***   1

12. 가족적응성  .147***  .086*  .373***  .266***  .261***  .212***  .216***  .304***  .247*** -.181***  .795***   1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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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식사의 차원과 가족응집성의 연관성

  가족식사의 각 차원과 가족응집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와 독립변수가 가족응집성의 분산을 33.4% 설명하였다. 
  가족식사의 차원 중에서 가족식사의 의례성(β = .216, p < .001), 가족
식사 중 의사소통에서 대화 활발성(β = .125, p < .01)과 대화주제 다양성
(β = .100, p < .01),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β 
= .180, p < .001)과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β = -.238, p < .001)
가 가족응집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족식사가 높은 수준으로 의례적 성격을 가지며 가족식사 중 다
양한 주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식사준비를 위해 어머니
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 내 규칙과 가족식사 내 역할. 아버지의 식
사준비 참여도는 가족응집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β = .106, p < .01), 월평균 가구
소득 (β = .188, p < .001)이 가족응집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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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b SE β t

가족식사 빈도
  아침 가족식사빈도
  저녁 가족식사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대화 활발성
  대화주제 다양성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 내 규칙
  가족식사 내 역할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근로시간
  첫 자녀 학년
  월평균 가구소득

   .003
  -.010

 .284
  

   .140
   .036

   .044
   .050
   .031
 

   .071
  -.148

  -.004
   .068
  -.001
  -.093
   .050

   .008
   .010

.055
   

   .041
   .012

   .027
   .040
   .028

   .014
   .021

   .005
   .023
   .001
   .040
   .010

   .012
  -.035

 .216
   

   .125
   .100
 

   .057
   .047
   .039

   .180
  -.238

  -.026
   .106
  -.063
  -.087
   .188 

    .34
   -.96

   5.17***

   3.45**

   2.87**

   1.66
   1.25
   1.90

   5.02***

  -6.93***

 -.68
  2.91**

 -1.76
 -2.35
  5.20***

상수 1.617***        
Adjusted R² .334***

F 23.18***

<표 4-3> 가족응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619)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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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식사의 차원과 가족적응성의 연관성

  가족식사의 각 차원과 가족적응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와 독립변수가 가족응집성의 분산을 32.5% 설명하였다. 
  가족식사의 차원 중에서 가족식사의 의례성(β = .192, p < .001)과 가족
식사 중 의사소통에서 대화 활발성(β = .075, p < .05), 대화주제 다양성
(β = .147, p < .001),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에서 가족식사 내 규칙
(β = .095, p < .01)과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β = .202, p < .001),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과(β = .107, p < .01)과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β = -.157, p < .001)가 가족적응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식사가 높
은 수준으로 의례적 성격을 가지며 가족식사 중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활
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
와 관련된 가족식사 내 규칙의 존재정도의 수준이 높으며 가족식사 준비
와 정리에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고 가족식사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식사준비를 위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가족적응성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의 빈도와 가족식사 내 역할은 가족
적응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β = .114, p < .01), 월평균 가구
소득(β = .168, p < .001)이 가족적응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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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족적응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N=619)

    변 수 b SE β t

가족식사의 빈도
  아침 가족식사빈도
  저녁 가족식사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대화 활발성
  대화주제 다양성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 내 규칙
  가족식사 내 역할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가족식사 중요성 인식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근로시간
  첫 자녀 학년
  월평균 가구소득

.011
 -.005

.278

.092

.058

 081
 .017
 .178

 

 .046
-.107

-.006
 .081
-.001
-.064
 .049

.009

.011

.061

.045

.014

.029

.044

.031

.016

.024

.006

.026

.001

.044

.011

 .046
  -.017

  .192

 .075
 .147

 

 .095
   .015

 .202

 .107
-.157

 -.035
.114

 -.062
 -.054
  .168

1.25
-.45

  4.56***

 2.04*

  4.18***

  2.74**

 .39
  5.69***

  2.96**

 -4.54***

 -.92
  3.10**

 -1.71
 -1.45

 4.60***

상수 .994***

Adjusted R² .325***

F 22.21***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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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령기 가족식사의 다양한 차원과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가 초등학
생이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61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가족식사의 빈도, 
가족식사의 의례성, 가족식사 중 의사소통,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가족식사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각 차원과 가족건강성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가족식사와 가족건강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아침 가족식사
빈도는 주당 평균 3.33끼, 저녁 가족식사빈도는 주당 평균 4.61끼로 나타
났다. 가족식사의 의례성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가족식사의 중요성
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활발성 정도
는 중간보다 높았으며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
었다. 가족식사와 관련된 규칙은 대체로 존재하며 가족원의 정해진 역할도 
대체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모두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응집성 수준이 가족적응성수준보다 약간 높
았다.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는 중간보다 낮았고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
레스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가 가족원이 함께 하는 가
족활동임에도 식사수행을 위한 가사노동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낮다는 것
은 어머니에게 역할이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평일 식
생활 관련 가사노동시간에서 남성(평균 5.30분)과 여성(78.81분)의 차이가 
상당하여 가족식사수행과 남성의 시간부족감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여성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난 김진원(2019)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가사노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특히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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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 조리 등의 가사영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 내 가사노동의 젠더화로 인해 여성은 가족식사 수행의 주된 역
할 담당자로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식사의 각 차원과 가족건강성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식사의 
빈도를 제외한 다른 차원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의 각 차원 별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의 빈도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유의미한 연관이 나
타나지 않았다. 가족식사빈도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Utter et al., 2013)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는 가족식사의 
특성을 식사빈도의 단일차원에서 파악하여 가족식사의 특성을 다양한 차
원에서 살펴본 본 연구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반면에 광범위한 관련변수
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식사빈도의 효과가 감소한 연구
(Musick & Meier, 2012)와 효과가 사라진 연구(Miller, Waldfogel, & 
Han, 2012)와 일치한다. 가족이 함께 양적 시간을 많이 공유했다는 것만
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식사 
수행을 위한 역할이 일부 가족원에게 과중되거나(김진원, 엄명용, 2014, 
최배영, 2018)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일 경우(Newmark-Sztainer et al., 2004), 그에 따라 식사빈도라
는 물리적 시간의 영향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사
빈도의 효과 아래 가려져 있던 가족식사의 다른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식사에 의례로서의 의미를 높은 수준으로 부여할수록 가족응
집성,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식사의 의례적 의미
부여정도가 가족건강성, 가족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
구(김진원, 2013; 배재현, 박세정, 2017; 최배영, 2018)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식사가 가족에게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활동으로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족응집성과 연관을 가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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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례를 수행해가는 과정은 가족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의 성장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의례의 수행방
식은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력
을 의미하는 가족적응성과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족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차원에서는 식사 중에 대화
가 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질수록 가족응집성, 가족적
응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긍정적이며 활
발한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식사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선
행연구(Saltzman et al., 2017)와 식사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가
족의 복지와 정적 연관성을 나타낸 연구(Ho et al., 2018) 결과와 일치한
다.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활발한 대화는 가족원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가족원 상호 간의 감정적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유
대감과 친밀감 증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응집성과 관련을 가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식사 중의 대화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은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
화 주제가 일상에 관한 내용부터 사회적 이슈, 가족원 개인의 문제, 가족
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
족의 일정과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선행연
구(Skeer & Ballard, 2013; Yu & Veeck, 2015)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는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나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변
화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족적응성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족식사 관련 규칙 및 역할 차원에서 가족식사 내 규칙의 존재정
도가 높고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았
다.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에 관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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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 역할수행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았던 선행연구(너르
진 어용게렐, 2014; 옥경희, 2017)와 일치한다. 여전히 가사노동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특히, 가족식사와 같은 조리 및 가사영역에서는 더욱 두
드러지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가사노
동에 있어 고정화된 성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사노동 수행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분담, 역할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
사수행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Guerrero et al., 2016) 상황에 따라 
부부사이에 역할분담이 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족관계 증
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버지의 식사준비참여도가 가족적응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을 가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가족규칙은 일부 가족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며 규칙의 이행에서도 가
족구성원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 자녀의 성장이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규
칙은 다르게 적용되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조정과 변화의 과정
은 가족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족구성원이 공
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명하되 엄격하지 않은 규칙의 선정과 상황에 따
른 융통적인 운영방식이 가족적응성과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가족식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았다. 가족식사의 중요성과 관련된 결과는 가족식사환경에서 가
족식사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김종
남 외, 2013; 신효식 외, 2017; Newmark-Sztainer et al., 2004)와 일치
한다. 가족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기
대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활동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가족응집성, 가족적
응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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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의 부적 연관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식사분위기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Berge et al, 2018; Saltzman et al., 2017)의 결과와 부분적으
로 일치한다. 식사준비를 위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식사분위기
와 자녀와의 상호작용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가족전체로 이어
질 수 있다. 한편, 가족응집성은 가족유대감과 함께 가족원 개인의 자율성
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Olson. 2000). 여성은 음식준비에서부
터 식사 중 대화의 유도, 자녀의 행동 통제에 이르기까지 식사와 관련한 
여러 영역을 대부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Quick et 
al., 2011; Trofholz et al., 2018)에서처럼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역할이 
과중되면 가족공동의 활동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은 제한될 수 있다(천배
영, 2004; 김진원 2013). 가족식사를 위해 개인적 시간을 희생해야 하며 
가족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
트레스가 가족응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상황에 따른 역할의 변화, 분담을 위한 조정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여 식사수행을 위한 역할이 어머니에게 과중될 수 있다. 이것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
로 낮은 수준의 가족적응성과 연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
을 위한 가족식사에서 질적 시간의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의 다양한 차원을 회귀모형에 동시에 투입했을 때 가
족식사의 빈도와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4). 이는 가족
식사의 빈도가 가족건강성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식사의 빈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가족식사의 다른 특징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방안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하
는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밥상머리교육 프

4) 가족식사의 빈도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가족식사의 빈도가 응집성 및 
적응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결과표 생략), 가족식사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식사빈도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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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개발되었다(옥선화 외, 2012).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은 가족시
간의 확보를 가족식사의 일차적인 조건으로 보고 물리적 시간의 확보를 
강조한다. 물론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식사의 양적 시간의 확보는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업과 학업 등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가족식사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라면 가족식사의 도입과 장려를 위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가족식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식사의 의미와 수행에 대
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가족식사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의무적인 가족활동으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족식사가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가족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가족시간의 질적 확보라는 부분과 연결되며 의사소통의 질이 가족체
계의 건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가족식사에서 의사소통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주제 선정, 의사소통 기법, 논쟁 시 해결방법 등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식사 준비와 정리 등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을 가지는 가족식사의 다차원 중
에서 아버지의 식사준비 참여도, 어머니의 식사준비 스트레스가 상대적으
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족식사란 일부 가족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가족활동이다. 이를 위해 가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역할분담은 단순히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
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원의 소통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가
족체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시간’으로서 가족식사의 의미가 강조되는 가족
식사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식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가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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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시간이 아버지 개
인의 부모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김소영, 2017; 이
현아, 2018; Quick et al., 2011)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 간과
되었던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족식사를 위한 
자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특성 상 부모에
게 역할이 집중될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요구된다. 자녀에게 적절
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기대되는 역할의 수행으로 인한 성취감은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유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Woodruff & Kirby,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교과로서 가정과교육의 
역할이 대두된다. 교육과정의 특성 상 가정과교육은 교과내용 안에서 가족
식사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
식사교육은 가족식사의 의미, 가족식사를 위한 가족원의 역할 등 가족식사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가족식사문화의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
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가족식사의 다차원성과 가족건강성을 탐색
함으로써 다른 가족구성원의 입장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가족식사의 특징
과 가족건강성 수준은 가족구성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Berge et al., 2016; Fulkerson et al., 2006a; Olson, 2000). 이런 측
면에서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식사수행과 
관련된 아버지와 자녀의 역할과 가족건강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가
족공동의 활동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분담의 의미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족식사는 가족구성원의 상호활동으로 이루
어지므로 가족관계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아버지의 쌍
(dyad) 또는 어머니-자녀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분석하거나 실제 가
족식사를 관찰하여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역
동을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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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본 연구는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연령,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식사의 의례성(Fiese et al., 2006)
과 가족건강성의 수준(Olson, 2000)도 다르며 가족식사 수행을 위한 가족
원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가족생활주기
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양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가족식사는 가족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매우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변수의 영향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가족식사의 수행이 취약한 집단(한 부모가족, 경제적 취
약집단, 이민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식사의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대상을 세분화하거나 
기존의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
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의 특
성이 가족건강성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가족건강성 
수준에 따라 가족식사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인
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일부 변수의 측정에서 한계점이 있다. 가족식사빈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빈도로 측정하여 다른 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
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족식사의 빈도를 측정함에서 있어 평일과 주말가족
식사의 양상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바쁜 일상에서 가족식사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주말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에서 평일과 주말을 구
분하여 비교・분석하거나 주말가족식사로 한정하여 가족식사의 특성을 심
층적으로 파악하고 가족건강성과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가족식사 관련 규칙과 역할은 규칙과 역할이 있는지 알아보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단일문항으로 가족식사와 관련된 규칙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족식사 관련 규칙
과 구성원의 역할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의 설정과 구체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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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
째, 가족식사의 특징을 빈도의 단일차원이나 단편적인 시각을 넘어 다차원
성에 주목하여 가족식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족식사와 가족건강
성과의 연관에 있어 가족식사의 빈도 외에 다른 차원에서의 가족식사 특
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시간의 양적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되
어 왔던 경향에서 나아가 질적 시간 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족식사의 실천과 장려를 위한 정책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
째, 개인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던 선행연구
와 달리 가족체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가족환경으로서의 가족식사
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가족식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력과 함께 가족체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식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가족식사를 위한 가족원의 역
할의 중요성과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 가족식사의 의미를 제고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영양 등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
추는 건강한 가족식사 문화뿐 만 아니라 가족체계의 건강성에 집중하는 
가족식사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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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5)

A. 가족건강성

 A1. 아래의 질문을 읽고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부모가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자녀를 공정하게 훈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변화할 필요가 있을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함께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집안 일을 돌아가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행사,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분명한 규칙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각자 독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록에 제시한 질문지는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술용역과제인 「가족식사 부모교육 2.0 
개발연구」의 질문지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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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식사의 다차원성

  
  B1. 귀댁에서 같이 사는 ‘온가족’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는 일주  
  일에 평균 몇 끼입니까?
  □ 1) 없다(0끼)          □ 2) 1끼           □ 3) 2끼
  □ 4) 3끼               □ 5) 4끼           □ 6) 5끼
  □ 7) 6끼               □ 8) 7끼(매일) 

  B2. 귀댁에서 같이 사는 ‘온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일주  
  일에 평균 몇 끼입니까?
  □ 1) 없다(0끼)          □ 2) 1끼           □ 3) 2끼
  □ 4) 3끼               □ 5) 4끼           □ 6) 5끼
  □ 7) 6끼               □ 8) 7끼(매일) 
 
  B3. 지난 일주일(최근 7일)동안 귀댁의 평일 가족식사에 대한 질문입니  
  다. 귀댁의 모습과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은 규칙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① ② ③ ④

우리 가족은 식사시간이 달라진다 ① ② ③ ④

우리 가족은 늘 먹던 사람이 같이 먹는다 ① ② ③ ④
우리 가족은 가족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둔다 ① ② ③ ④

우리 가족의 식사모습은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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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귀댁에서는 첫째 자녀의 평일 아침식사 중에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  
  까?(학기 중 기준) 
  □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2) 약간 대화한다
  □ 3) 활발하게 대화한다

  B5. 귀댁에서는 첫째 자녀의 평일 저녁식사 중에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  
  까?(학기 중 기준) 
  □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2) 약간 대화한다
  □ 3) 활발하게 대화한다

  B6. 귀댁에서는 가족식사 중에 다음의 대화주제를 얼마나 자주 이야기  
  합니까?(여기서 가족식사란 부모(또는 성인) 한 명 이상과 자녀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
않음 가끔 자주 항상

먹고 있는 음식(메뉴, 영양 등) ① ② ③ ④
자녀의 일과 ① ② ③ ④
자녀의 학업 ① ② ③ ④
자녀의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자녀의 친구 ① ② ③ ④
자녀의 연애 ① ② ③ ④
자녀의 취미 ① ② ③ ④
부모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 ① ② ③ ④
친인척 ① ② ③ ④
가족일정(주말일정, 여행 등)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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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 귀댁의 가족식사에서 다음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가족은 식사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① ② ③ ④

우리 가족은 식사할 때 각자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B8. 귀하의 배우자는 가족식사와 관련한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십니  
  까?

하지 
않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장보기(품목결정, 구입 등) ① ② ③ ④
조리하기 ① ② ③ ④
상차리기(수저 놓기 등) ① ② ③ ④
식사 후 정리하기 ① ② ③ ④
설거지 ① ② ③ ④

  
  B9. 자녀와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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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0. 귀하는 첫째 자녀의 식사준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다른 집안  일(청소, 빨래 
등)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식사준비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C. 통제변수

  C1. 귀하의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출생연도   년

  C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교(2-3년제)졸업   □ 5)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 6) 대학원 졸업

  C3.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전업/야근을 포함하여 몇 시  
  간 일하셨습니까?

   일주일 평균   시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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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귀하의 첫째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 1) 초등학교 1학년  □ 2) 초등학교 2학년    □ 3) 초등학교 3학년  
  □ 4) 초등학교 4학년  □ 5) 초등학교 5학년    □ 6) 초등학교 6학년  

  C5. 지난 1년(최근 12개월) 동안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귀하와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연간 총 소득은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  
       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  
       득 등의 합계입니다. 
  □ 1) 100만원 미만              □ 2) 100-200만원 미만  
  □ 3) 200-300만원 미만          □ 4) 300-400만원 미만
  □ 5) 400-500만원 미만          □ 6) 500-600만원 미만
  □ 7) 600-700만원미만           □ 8) 700-800만원 미만 
  □ 9) 800-900만원 미만          □10) 900-10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12) 1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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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ltiple Aspects of Family 
Mealtimes and Family Strengths in 

Families with  School Aged Children

Kim, Eunjoo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family meals and family strengths (cohesion and adaptability) in 
families with school aged children. Family meals are multifaceted. 
They are family oriented in which meaningful interpersonal 
interactions occur. Through this study I cover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als. Such as: family meal frequency, meaning as 
family ritual, communication at family meals, roles/rules related 
to the family meal environment, and perspectives and sentiments 
regarding family meal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six-hundred-nineteen Korean women who were married with at 
least one school aged chil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family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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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longside this 
analysis was a use of controlling for the participants’ age, 
educational level, working hours, the first child's grade, and the 
household incom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eaning as family ritual, active conversation on various topics at 
family meals, importance of the family meal and mother's stres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cohes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priority of family meals and meeting as family 
ritual, the more active conversation on various topics,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cohesion. The lower the mother's stress,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cohesion. Second, meaning as family 
ritual, active conversation on various topics at family meals, 
rules related to the family meal environment, fathers' preparation 
involvement, importance of the family meal and mother's stres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adaptability. The 
higher priority of family meals and meaning as family ritual, the 
more active conversation on various topics,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adaptability. The more structured rules, the higher the 
father's involvement with meal preparation and the lower the 
mother's stress,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adaptability. 
However, family meal frequenc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family meals among 
families with school aged childre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understanding family meals from a diverse 
perspective. In additio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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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setting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family meals and for 
practical interventions and family meal programs. In conclusion, 
it is hoped to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about family meals 
as a time with family sharing. 

keywords : Adaptability, cohesion, family mealtime, family 
strengths,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family meals       
Student Number : 2018-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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