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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쾌락적 허기란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이 주

는 즐거움으로 인해 느끼는 식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폭식행동이 체중

감량을 위한 과도한 섭식절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최근 섭식절제가 선행하지 않는 폭식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이 다수를 차

지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쾌락적 허기는 이러한 유형의 폭식 행동을 설

명하는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쾌락적 허기의 기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허

기에 대한 개인의 성격적, 정서적, 환경적 취약 요인을 탐색하여 쾌락적

허기의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Ⅰ에서는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척도(Power of Food Scale;

PF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9명의 대

학생과 18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3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준거 타당도와 증분 타당도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PFS는 정서적 섭식, 외부적 섭식, 배고픔, 폭식증 증

상, 체질량 지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섭식 절제보다 이상

섭식행동들을 더 잘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Ⅱ에서는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억제체계(BIS)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음식노출 생활사

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81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

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매개모형 분석 결과, BAS/BIS가 함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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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쾌락적 허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를 정서조절곤란

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벌 민감성/보상 민

감성(SP/SR) 척도를 사용한 반복 검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또

한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분석에서, 쾌락적 허기에

대한 BAS와 음식노출 생활사건 각각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나,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통한 음식 사진 노출과 BAS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SR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도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총점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판 PFS가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

뢰로운 도구이며,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성격 특성과 그로 인한

정서조절곤란의 문제, 그리고 SNS상에서 음식 사진에 자주 노출되는 생

활사건이 쾌락적 허기를 높일 수 있는 취약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쾌락적 허기, 폭식 행동,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 처벌

민감성/보상 민감성, 정서조절곤란, 음식노출 생활사건

학번: 2018-2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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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창세기 3장 6절 -

성경에서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만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

었음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따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원죄가 탐욕에서 시작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탐하고, 또 탐하는 존재

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충족된다면, 삶에 의욕과

활기가 생기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과도하게 욕망을 추구하고 탐

닉할 경우, 다양한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될 수 있다(권석만, 2010;

Veenhoven, 2003). 그중 사회적으로 가장 허용적인 중독이 음식에 대한

탐닉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먹방, 쿡방이 큰 인기를 끈 것은 음식 맛

이 주는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대중적 욕구를 반영하는 예이다.

음식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음식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언제 어디

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수는 지난 2년

간 1만 개가 증가하여 지난해 4만 개를 돌파했고, 음식점 수도 2007년

57만여 개에 비하여 2017년에는 69만여 개로 10년 사이에 21%로 급증했

다(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18). 즉, 현대인은 이전보다 매우 쉽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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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만 유병

률은 지난 몇십 년간 서서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여성의 유병률이

26.4%, 남성은 42.3%에 이르렀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16). 음식 환경의

변화와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먹

고자 하는 욕구와 절제하고자 하는 욕구 간의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두

욕구 간의 갈등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섭식

장애에 취약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섭식장애로 3,694건의 의료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환자들은 1,016

명이었다. 최근 ‘먹토’, ‘폭토’와 같이 먹고 토하기, 폭식하고 토하기의 줄

임말이 통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를 지급 받은 환자들 외에도

상당수의 잠재적 섭식장애 환자들 및 위험군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폭식행동과 발생 기제

폭식행동(binge eating)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 하나는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시간, 대개 2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폭식 행동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에서

DSM으로 칭함)의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및 신경성 식욕부진

증(Anorexia Nervosa)의 하위유형인 폭식-하제 사용형의 주요 진단기준

일뿐만 아니라 최근 추가된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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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상이다.

폭식행동은 1980년 발간된 DSM-Ⅲ부터 진단기준으로 포함되었고, 이

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신경성 폭식증이나 신

경성 거식증의 폭식-하제 하위유형의 경우, 날씬한 몸매를 위해 과도하

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 행동이 발생하면서 섭식장애로 발전된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발병 기제에 관련하여 Fairburn, Copper, 그리고

Shafran(2003)은 제한 이론을 제시하며, 과도하게 섭식을 절제하는 것으

로 인하여 칼로리가 결핍되어 신체적·항상적 허기로 인하여 음식을 갈망

하게 되고, 결국 폭식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에서 섭식 절제만으로는 폭식 행동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Stice, Fischer, & Lowe,

2004; Presnell & Stice, 2003). 아울러 최근 개정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에 정식

진단명으로 오른 폭식장애는 섭식 절제보다 폭식 행동이 선행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섭식장애와 달리 체중조절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보다 폭식 행동이 두드러지는 장애이다. 이 장애에서 환자들은 배고

프지 않은 데도 많은 양의 음식을 불편하게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이러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며, 자기혐오, 죄책감, 우울감을 느

끼며 고통스러워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이들

에게 폭식은 과도한 섭식 절제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고통의 핵심

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음식 중독 연구자들은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섭식

을 절제하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장애에 이르는 반면, 또 다른 이들

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쾌락적 반응성이 높아 처음부터 음식을 멈추지

못하고 먹는 폭식 행동을 반복하다가 섭식장애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Schulte, Grilo, & Gearhard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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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폭식장애의 유병률이 조사된 바 없지만, 미국에서는 신경성

폭식증이나 신경성 거식증 보다도 더 많이 진단되는 섭식장애로 알려져

있다(Hudson, Hiripi, Pope, & Kessler, 2012; Kessler et al., 2013). 미국

과 유사한 음식 환경을 가진 한국에서도 폭식장애와 그 핵심 증상인 폭

식 행동의 발생 기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쾌락적 허기의 임상적 중요성 

최근 폭식 행동의 발생 기제로서 쾌락적 허기(hedonic hunger)가 주목

받고 있다. 쾌락적 허기란 칼로리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 맛

의 보상적 특성 때문에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 및 충동

을 의미한다(Lowe & Butryn, 2007). 이러한 개념은 현대 사회가 맛있는

음식을 언제 어디서나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

면서 대두되었다. 음식이 풍부한 환경과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Blundell & Finlayson, 2004; Lowe & Levine, 2005). 웰빙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음식 환경은 치명적인 유혹이

다. 특히 한국인들은 다채로운 음식 환경에 살며 마른 몸매를 우상화하

는 매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 즉 쾌락적 허기를 더욱

불편하게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건강행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대생들이 20여 개 국가의 대학생들보다 몸무게가

가장 낮았지만 체중조절 노력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dle, Hasse, & Steptoe, 200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섭식 억제를 섭식장애의

주요 발병 기제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섭식 억제가 선행하는지, 혹은 폭

식이 선행하고 이에 따른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섭식 억제가 뒤따르는



- 5 -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반드시 섭식 억제가 칼로리 고갈을 유발하여 폭식을 유발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련의 연구들에서 섭식 억제자들이 보고한 섭식

억제 정도는 실제 칼로리 섭취량과 상관이 없었던 반면, 원하는 만큼 먹

지 못했다는 결핍감과 관련 있었다(Markowitz, Butryn, & Lowe, 2008;

Stice, Fischer, & Lowe, 2004). 이러한 주관적 결핍감은 특히 신경성 폭

식증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는 섭식을 억

제한다고 보고하더라도 실제로 칼로리 고갈로 신체적 허기를 느낄 만큼

섭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먹고 싶은 만큼 먹지 않은 것

에 대한 결핍감이 커져 폭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에

너지 균형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섭취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절대적 결

핍보다는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한 것과 관련되는 상대적 결핍감이 폭

식 행동 및 체중 증가와 더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체적 배고픔과 상관없이 음식에 대해 강한 쾌락적

허기를 느끼는 것은 폭식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Lowe 등(2009)이 개발한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로 쾌

락적 허기를 측정한 연구들에서 쾌락적 허기가 정상인이나 임상군에서

폭식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학 당시 쾌락적 허기는 1년 뒤 통제

력 상실 섭식의 발생 및 유지를 예측하였다(Lowe et al., 2016). 또한 섭

식장애 환자들 중 폭식 행동을 하는 유형의 환자군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쾌락적 허기를 나타냈고, 특히 신경성 폭식증을 지닌 환자들의 쾌락

적 허기는 폭식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Witt & Lowe, 2014). 아울

러 쾌락적 허기는 폭식장애가 있는 비만인과 그렇지 않은 비만인을 분별

할 수 있게 하는 변인이었으며, 비만 치료를 받으려는 비만인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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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Manasse et al., 2015; Webb,

Applegate & Grant, 2011).

뇌 영상연구 및 실험 연구에서도 쾌락적 허기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참가자에게 맛있는 음식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쾌락적 허기가 높을수록

구강 신체감각처리에 관여하는 양측 뇌의 반응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폭식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Burger, Sanders, & Gilbert,

2016). 또한 쾌락적 허기가 중독과 관련된 뇌의 보상회로 활성화와 음식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였다(Davis et al., 2013; Davis & Loxton, 2014).

한 실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48시간 동안 초콜릿을 가지고 있으면

서 먹지 말라고 한 결과, 쾌락적 허기가 초콜릿에 대한 갈망과 섭취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Forman et al., 2007).

요컨대, 쾌락적 허기는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 관찰되는 심리사회적 개념이다.

쾌락적 허기가 높은 사람들은 중독 환자들이 약물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기제로 음식에 대한 빈번한 생각, 욕구, 충동을 느낀다. 따라서

이는 강박적 과식 및 폭식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쾌락적 허기의 기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쾌락적 허기와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 

Gray(1987)는 생물학적 기초를 가진 성격 특질로 강화민감성이론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RST)을 제시하였다. 행동활성화체

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는 강화민감성이론의 핵심적인 두 축이다.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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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식이나 인정과 같은 보상 신호 및 처벌을 피하는 신호에 민감하며,

이러한 보상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동

기체계이다. 이는 희망, 쾌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 도파민

경로 및 좌반구 전전두엽 활동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

(Harmon-Jones & Allen, 1997; Stellar & Stellar, 1985). BIS는 처벌이

나 위협에 대한 신호 및 보상이 중단되는 신호에 민감하며, 이러한 신호

를 발견했을 때 불안을 느끼고 행동을 멈추고 주변 환경을 살피도록 하

는 동기체계이다. 이는 좌절,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며, 세

로토닌 경로 및 우반구 전전두엽 활동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y, 1990; Harmon-Jones & Allen, 1997).

섭식장애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BAS 및 BIS 민감성과 섭식장애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Cassin & von Ranson, 2005; Fassino, Amianto,

Gramaglia, Facchini, & Daga, 2004; Harrison, O’Brien, Lepez, &

Treasure, 2010; Harrison, Treasure, & Smillie, 2011; Rossier,

Bolognini, Plancherel, & Halfen, 2000; Steiger et al., 2010). 폭식장애나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 폭식-하제사용 유형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BAS 민감성과 관련되는 자극 추구 및 감각 추구 경향과 더불어 BIS 민

감성과 관련되는 위험 회피 경향이 모두 높았다. 이와 달리 폭식 행동을

하지 않는 제한형 신경성 거식증 환자들은 BAS 민감성이 낮고, BIS 민

감성만 높았다. 아울러 섭식장애 환자들을 성격에 따라 군집화한 연구들

에서 일관적으로 충동적이고 과소통제적인 군집이 도출되었는데(Haynos

et al., 2017; Perkins, Slane, & Klump, 2013; Steiger et al., 2010;

Thompson-Brenner & Westen, 2005; Thompson-Brenner et al., 2008;

Turner et al., 2014; Westen & Harnden-Fischer, 2001; Wonderlich et

al., 2005), 이들 중 BAS/BIS를 측정한 Turn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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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통제 집단에서 두 체계 민감성이 모두 높았고 폭식증 증상이 가장

심각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BAS/BIS 민감성이 둘 다 높은 집단에

서 폭식 행동을 포함하여 가장 심각한 섭식장애 증상 및 알코올 사용 장

애와의 공병, 낮은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조소현, 조

아라,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BAS 민감성과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것이 폭식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BAS 민감성과 BIS 민감성 각각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은 두 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먼저 행동활성화체계는 폭식, 정서적 과식, 쾌락적 섭식, 음식 중독과

관련이 높았다(Davis et al., 2007; Loxton & Dawe, 2006, Loxton &

Tipman, 2017). 실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

진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보상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이 더 많이 섭취하

는 경향이 있었다(Guerrieri, Nederkoorn, & Jansen, 2008). 아울러 BAS

민감성이 높은 섭식 억제자들이 배고픔이 부재한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섭취하였다(박현주, 김교헌, 2007). 1년 간격의 종단 연구에서도

섭식 억제자들에게서 BAS 하위요인인 재미 추구가 높은 것이 향후 폭

식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영, 2009). 폭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뇌 영상 연구에서는 보상 민감성과 음식 자극에 대한 보상

회로 활동성 간의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였다(Schienle, Schäfer,

Hermann, & Vaitl, 2009).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보상 신호에 행동

이 활성화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음식의 쾌락적 요인으로 인해

과식 및 폭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BIS 민감성에 대해서는 섭식장애 환자들의 BIS 민감성이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이것이 증상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

다(Chang, Khale, Yu, & Hirsch, 2014; Claes, Nederko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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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reycken, Guerrieri, & Vertommen, 2006; Kane, Loxton, Staiger,

& Dawe, 2004; Monteleone et al., 2018). 한편 BIS 민감성이 고지방 고

당도 음식에 대한 욕구 및 선호와 관련된다는 연구는 한편에 불과했다

(Mackey et al., 2019). BIS는 직접 음식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기보

다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나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다른 변인들을 매개하

여 폭식증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선미, 박기환, 2013;

Mussap, 2006; Mussap, 2007).

쾌락적 허기는 음식의 보상적 측면 때문에 느끼는 허기로서, 보상 신

호와 관련되는 BAS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에서 BIS도 기호성 음식에 대한 식욕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IS 또한 쾌락적 허기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상기

성격 특질들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쾌락적 허기의 기제

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쾌락적 허기와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2004)에 따르면, 정서조절은 (1) 정서의 자각과 이해,

(2) 정서의 수용, (3) 부정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목표를 위해 행동을 조

절하는 능력, 그리고 (4)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에 따라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

력으로 정의된다. 정서조절곤란은 섭식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

다. 폭식 행동에 대한 정서조절 모델에서는 부정 정서가 폭식의 촉발 요

인이며, 폭식을 하는 동안 혹은 이후에 부정 정서가 감소하기 때문에 폭

식이 반복된다고 설명한다(Bennett, Greene, & Schwartz-Barcott, 2013;

Heatherton & Baumeister, 1991; Leehr et al., 2015; Romm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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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험적 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여, 부정 정서 상태 및 정

서조절곤란이 폭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이미현, 채규만,

2012; 조혜진, 권석만, 2011; Cools, Schotte, & McNally, 1992;

Whiteside et al., 2007).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이 기분을 낫게 해줄 것이

라고 기대할수록 부정 정서를 느낄 때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다(이상

선, 2007; Fischer, Wonderlich, Breithaupt, Byrne, & Engel, 2018;

Pearson, Combs, Zapolski, & Smith, 2012).

이러한 정서조절곤란과 부정 정서를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대처 방략

은 BAS/BIS 민감성과 관련될 수 있다. 높은 BIS 민감성은 불안 및 부

정 정서와 관련되며, 높은 BAS 민감성은 긍정 정서 및 충동성과 관련된

다(김교헌, 김원식, 2001; Gomez & Gomez, 2002). 강화민감성이론과 정

서조절의 관계를 본 연구들에서 BIS 민감성은 일관적으로 정서조절곤란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과 정적 관련성을 갖고 있었던 반면, BAS는

적응적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Hannan & Orcutt, 2013; Markarian, Pickett,

Deveson, & Kanona, 2013; O’Connor, Staiger, Kambouropoulos, &

Smillie, 2014; Tull, Gratz, Latzman, Kimbrel, & Lejeuz, 2010). 섭식장

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높은 BAS, BIS 민감성 각각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폭식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이선미, 박

기환, 2013). 이러한 연구들은 BAS/BIS 민감성이 높은 성격 특질이 정

서조절곤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폭식행동에 대한 취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쾌락적 허기는 폭식 행동의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서, BAS/BIS 민감

성 및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을 받는 근거리 변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경우, 접근-회피 갈등으로 인하여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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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어려움을 더욱 자주 경험할 수 있고(이선미, 박기환, 2013; 조소현,

조아라, 2008), 이는 쾌락적 허기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BAS/BI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 정서적 문제가 관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쾌락적 허기의 기제

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치료적 개입을 고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쾌락적 허기와 음식 노출 

실제로든 매체를 통해서든 맛있는 음식에 노출되는 것은 인간의 식욕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식 광고나 요리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실험 조건에서 배고픔과 상관없이 음식 섭취량 및 쾌락적 섭식 동기가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Alblas, Mollen, Fransen, & Van

Den Putte, 2019; Harris, Bargh, & Brownell, 2009). 특히 음식과 같은

보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행동이 활

성화되는 사람들일수록 음식 자극에 대해 더욱 큰 식욕 반응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uerrieri et al., 2008; May, Juergensen, & Demaree,

2016). 이러한 점은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fMRI 연구들에

서, BAS 민감성은 맛있는 음식 사진에 대한 전두엽-선조체-편도체-중

뇌 신경망(fronto–striatal–amygdala–midbrain network)을 포함한 보

상회로의 활동성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Beaver et al., 2006;

Harris, Bargh, & Brownell, 2009; Schienle et al. 2009).

음식 자극에 대한 반응성은 쾌락적 허기와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쾌락적 허기가 높은 사람들은 음식 자극에 편향된 주의를 기울이고, 결

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간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Van Dill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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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ade, 2016; Van Dillen, Papies, & Hofmann, 2013). 쾌락적 허기는

또한 맛있는 음식 사진이나 단어에 대한 뇌의 시각 처리 영역의 활성화

와 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llins et al., 2013;

Rejeski et al., 2012). 요컨대 쾌락적 허기가 높을수록 음식의 보상적 특

징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행동적, 신경학적으로 증폭된 반응성을 보일

수 있다. 한편 한 연구에서 일시적인 음식 자극 노출은 쾌락적 허기 척

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Witt et al., 2013), 생

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쾌

락적 허기의 정도가 개인 내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Bejarano,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소 일상생활에서 음식 자극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정도는 쾌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노출 사건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음식

노출 생활사건에 따른 쾌락적 허기 정도를 보고자 하였다.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쾌락적 허기란 도박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 행위를 하지

않을 때도 그것에 집착하는 것과 유사하게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상

황에서도 음식에 대한 생각, 느낌, 욕구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향을 의

미한다. 이러한 쾌락적 식욕 반응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가 있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음식 이용가

능(food available), 음식 존재(food present), 음식 맛(food present)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쾌락적 허기는

섭식장애의 핵심 증상인 강박적 과식 및 폭식 행동에 대한 유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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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지 요인으로 밝혀졌다(Espel-Huynh, Muratore, & Lowe., 2018).

한편, 한국에서는 아직 쾌락적 허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편이다.

이러한 점은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기존의 한 연구에서 쾌락적 허기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이인혜, 조우진, 2017). 먼저,

번안한 문항들의 내용이 원판과 차이가 있었다. 원판의 문항들이 참기

어려운 매우 강렬한 식욕 충동을 질문한 것과 달리, 기존의 한국판 문항

들은 “먹고 싶어진다”와 같은 표현을 담고 있었다. 원저자가 “강렬한 충

동, 매우 강한 욕구(intense urge, very strong desire)”를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이 번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로, 요인분석을 통

해 원판의 3요인 구조와 달리 한국판에서는 2요인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

으나, 새로운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도도 제시하지 않았다. 독일, 포르투갈, 아랍뿐만 아니라 문

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3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재 타당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선행 연구들에서는 쾌락적 허기가 충동성이나 자기조절 능력

에 따라 과식을 촉진한다는 점들에 초점을 맞추었다(Appelhans et al.,

2011; Ely, Howard, & Lowe, 2015; Manasse et al., 2015; Stok et al.,

201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쾌락적 허기가 폭식으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충동성은 위험 요인으로, 자기조절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쾌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징 및 환경적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들에서 쾌락적 허기는 음식 자극에 대한 보상회로(reward circuit)의

강한 신경적 반응성이 음식 중독 및 폭식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매

개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avi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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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 Loxton, 2014). 따라서 생물학적 기반을 지닌 성격 특성인

BAS, BIS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쾌락적 허기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식이 매우 풍부해진 현대의 사회적 환경은 이러한 성격적 요

인과 상호작용하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텔레비전을 틀면 먹방, 쿡방, 음

식 상품의 직간접적 광고들이 흘러나오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라 칭함)에는 구미를 자극하는 맛있는 음

식 사진들이 넘쳐난다. 더불어 골목골목마다 맛집을 표방하는 음식점들

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상 신호에 민감하고 보상을 적극

적으로 추구하도록 행동이 활성화되는 BAS 민감성이 높은 개인들일수

록 음식에 대한 유혹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이에 더해 BIS 민감성이

함께 높을 경우, 처벌이나 위협 신호에 민감하여 불안이나 두려움을 자

주 느끼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 정서를 환기시키고자 즐거움을 주는

맛있는 음식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높을 수 있다. 쾌락적 허기와

BAS/BIS 관계에 더하여, 이와 같은 환경적, 정서적 요인들을 함께 탐색

하는 것은 쾌락적 허기의 기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Ⅰ에서는 쾌락적 허기

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 알려진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 PF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타

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척도의 요인구조

를 탐색하였고,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유력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관련된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

하여 타당도를 살펴보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Ⅱ의 목적은 연구Ⅰ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쾌락적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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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BAS, BIS 민감성, 정서조절의 곤란, 그리고 음식노출 생활사건

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쾌락적 허기와 관련이 깊은 폭식장애의

유병률이 남녀에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발병 시기가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Westerberg & Waitz, 2013), 잠재적 발병 위

험군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BAS, BI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그리고 쾌

락적 허기에 대한 BAS 민감성과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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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Ⅰ. 쾌락적 허기 척도의 번안 및 타당화

연구Ⅰ의 목적은 Lowe 등(2009)이 개발한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 PFS)를 한국어판 쾌락적 허기 척도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PFS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쾌락적 허기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한국판 PFS의 구성 타당도 및 증분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섭식장애 연구들에서는 체중조절을 위해 과도하게 섭식을 절

제한 결과로 폭식에 이르게 된다는 관점을 취했다(Fairburn et al.,

2003). 그러나 폭식증 환자들이 실제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고 있었다

는 것이 밝혀지면서 신체적 허기가 아니라 쾌락적 허기로 인해 폭식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tice et al., 2004; Lowe & Butryn, 2007).

최근의 음식 중독 연구에서도 섭식장애 환자들 중 일부는 과도한 섭식

절제로 인해 폭식 행동을 시작하기보다, 음식의 보상적 특성에 중독과

유사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폭식을 시작하고 섭식장애로 발전된

다는 점을 제기하였다(Schulte, Grilo, & Gearhardt, 2016). 개정된

DSM-5에서 그동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섭식장애로 진단되었던 폭식장

애를 독립된 진단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연구 동향과 맥락을 같

이 한다(APA,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쾌락적 허기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쾌락적 허기란 신체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 맛의 보상

적 특성으로 인하여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 하는 식욕 반응성을 의미한

다(Lowe & Butryn, 2007). 쾌락적 허기의 임상적 중요성은 여러 연구들

을 통해 밝혀졌다. 쾌락적 허기는 대학교 신입생들의 1년 뒤 통제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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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섭식의 발생과 유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Lowe et al.,

2016). 아울러 섭식장애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의 폭식행동 빈도와 정적

상관을 가졌고, 비만인들 중 폭식장애 유무를 판별하게 하는 중요한 변

인이었다(Burger, K. S. et al., 2016; Manasse et al., 2015; Webb,

Applegate & Grant, 2011; Witt & Lowe, 2014). 뇌 영상 연구들에서는

중독과 관련된 보상회로와 음식 중독의 관계를 쾌락적 허기가 매개한다

는 점을 밝혔다(Davis et al., 2013; Davis & Loxton, 2014). 이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쾌락적 허기 척도는 음식에 대한 쾌락적 식욕 충동성을 측정

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쾌락적 허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Ⅰ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3인의 검토와 원저자인 Lowe

박사와의 교신을 통해 PFS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을 거친 후, 탐색

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

섭식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폭식증 증상과 체질량 지수와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또한, 증분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판 PFS가 섭식 절제에

비해 폭식증 행동에 대한 추가적 설명량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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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S대학교 재학생 240명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

232명이 참여하였다. 분석에 앞서 대학생 표본 중 반응시간이 4분 이하

로 매우 낮아 성실도가 떨어지는 4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또한 이상

값 탐지를 위하여 Mahalanobis distance를 계산하여 7명의 데이터를 제

거하였다((15)=37.70). 일반 성인 표본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

여 성실도가 떨어지는 33명의 이상값을 제거하였고, Mahalanobis

distance 산출을 통하여 10명의 이상값을 제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대학생 표본에서는 229명 중 남자가 108명(47.2%), 여

자가 121명(52.8%)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75세(SD=3.06)였다.

일반인 표본에서는 189명 중 남자가 60명(31.7%), 여자가 129명(68.3%)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2.92세(SD=8.80)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 PFS). Lowe 등

(2009)이 맛있는 음식 자극에 대한 식욕 반응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질문지로, 총 15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음식 이용가

능, 음식 존재, 음식 맛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

록 쾌락적 허기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PFS 원판의 내적

합치도는 .91, 본 연구에서 번안한 한국판에서는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판 식이행동 질문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DEBQ). 과식 및 비만과 관련된 식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Van

Strien, Frijters, Bergers, 그리고 Defares(1986)가 개발한 질문지로, 총

33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섭식 절제, 정서적 섭식, 외부적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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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효정, 이임순, 김지혜

(1996)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DEBQ을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섭식 절제가 .90, 정서적 섭식이 .93, 외부적 섭식이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세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6, .952, .847

로 나타났다.

한국판 3요인 섭식척도(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TFEQ).

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tunkard와 Messick(1985)이 개발한 척도로,

총 51문항이며 2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한오수와 유희정(1991)이

번안한 것을 이임순(2002)이 수정한 한국판 TFEQ를 사용하였으며, 인지

적 제한, 탈억제, 배고픔으로 이루어지는 세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71~.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요인 중 배고픔을 측정하는 하

위 척도 14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823이었다.

한국판 섭식억제척도(Restraint Scale; RS). 섭식 억제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이민규, 한덕웅(2001)이 Herman과 Polivy(1980)가 개발한 섭식

억제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발한 척도이다. 총 15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인지, 정서 및 행동의도의 세 차원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민규와 한덕웅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 Revised; BULIT-R). 폭식,

부정 정서, 구토 등의 신경성 폭식증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Thelen,

Farmer, Wonderlich 및 Smith(1991)이 개발한 질문지로, 총 36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화영(1996)이 번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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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으며. 체중 조절 행동을 측정하는 8문항을 제외하고 폭식 행

동에 초점이 맞춰진 28문항만 사용하였다. Thelen 등(199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7이었고, 전주리(2011)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절차

연구Ⅰ의 한국판 PFS의 번안 및 타당화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 척도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판 PF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단계: 문항의 번안

한국판 PFS 척도 개발을 위하여 먼저 2018년 8월 21일 본 척도의 개

발자인 Michael Lowe에게 한국판 번안 및 타당화에 대한 허가를 받았

다. 이후 본 연구자가 원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전문 번역가와 이

중 언어자가 번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임상심리전

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하여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문항들을 미국에

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1인에게 전달하여 다시 영문으로 역번역

하였다. 이어서 역번역한 문항들을 개발자에게 보내 피드백을 받아 문항

을 최종 수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수정된 문항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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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PFS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표본을 대상

으로 수집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서울 지역

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신뢰도 및 타당도의 확인

한국판 PFS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표본과 일반인

표본에서 수집된 자료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확인하였

다. 또한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

해 널리 사용되는 한국판 식이행동 질문지 및 3요인 섭식척도의 배고픔

하위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성 폭식증 검사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한국판 PFS 척도가

기존의 섭식억제 척도와 비교하여 다양한 이상 섭식행동 및 폭식증 증상

을 더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Mplus 7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과정에서 주축요인방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

하였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교 회전(Geomin)을 실시하였다. 아

울러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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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Ⅰ에서 수집된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PFS)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3.24 1.22

2 3.14 1.25

3 3.55 1.08

4 2.77 1.27

5 2.29 1.27

6 2.58 1.26

7 2.78 1.29

8 3.39 1.19

9 3.42 1.12

10 3.07 1.24

11 2.81 1.35

12 2.89 1.23

13 2.78 1.30

14 3.22 1.28

15 2.74 1.18

표 1. PFS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차이

한국판 PFS의 평균 점수에서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M=48.06,

SD=14.41)이 남성(M=39.67, SD=13.18)보다 쾌락적 허기 정도가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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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았다, t(379.07)=-6.14. p<.001. 또한, 과식 및 폭식 행동과 섭식

제한 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식이 행동 질문지들에서도 여성의 점수가 남

성보다 높았다. 자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N=418) 남(N=168) 여(N=25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FS 44.69 14.51 39.67 13.18 48.06 14.41 -6.14**

DEBQ 129.61 43.00 119.52 38.58 136.38 44.54 -4.12**

TFEQ-H 4.78 3.29 4.05 2.99 5.27 3.40 -3.86**

RS 62.32 16.68 57.65 16.88 65.45 15.82 -4.75**

BULIT-R 59.30 20.05 52.30 16.31 64.01 20.97 -6.41**

BMI 22.34 2.74 23.46 2.86 21.58 2.37 7.06**

표 2. PFS 및 관련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18)

주, PFS=쾌락적 허기 척도, DEBQ=식이행동질문지, TFEQ-H=삼요인 섭식척도-

배고픔 소척도, RS=섭식억제척도, BULIT-R=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PF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대학생 표본을 대상

으로 1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적절성 측정치

인 Kaiser-Meyer-Olkin(KMO) 값이 .93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통계

치(=2263.2)의 유의수준이 .01보다 작아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 번째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보다 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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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2개 추출되었고(고유치= 8.211, 1.172), 전체 변량의 62.6%를 설명하

였다. Kaiser 기준에 따르면 1보다 큰 고유치의 수를 요인 수로 하지만,

이 방법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면 조건에 따라 요인 수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사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김청택,

2016; Zwick & Velicer, 1986). 따라서 과소추정 가능성과 원척도의 이론

적 배경을 고려하여 2요인 구조와 더불어 3 요인 구조도 고려하였다.

두 번째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수를 각각 2개, 3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요인 구조와 달리 3요인 구조에서 원척도의 요인

구조에 더 가까운 요인부하량 행렬이 나타났다. 또한,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2요인의 RMSEA가 .101로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

로 나타났고, 3요인 구조는 .078로 수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나타나 3요

인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8.4%를 설명하

였다. 표 4에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해당

요인에 대해 .30을 넘는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었다. 문항이 요인에 해

당되기 위해 요인부하량이 .35가 넘고,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걸쳐 부하된

경우 요인부하량이 .10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Floyd & Widaman, 1995), 요인 1에는 7개 문항, 요인 2와 3에는 각각

4개 문항씩 해당되었다.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문항들이 원 척도와 다른 요인에 해당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만으로 요

인구조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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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최종 모

형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로는 Ca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Standardzi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 Information

Criterion (BIC)를 사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적합도에 대한 기준은, CFI>.90, TLI>.90,

RMSEA<.10이며, SRMR, AIC, BIC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Browne

& Cudeck, 1992; Byrne, 1994; Hu & Bentler, 1999). 3요인 구조

(   )는 CFI=.952, TLI=.942, RMSEA=.092로 수용할만

한 수준이며, 모형 적합도 비교 수치로, SRMR, AIC, BIC를 비교하였을

때, 2요인 구조(   )보다 적합도가 더 나았다. 아울러 2

요인 구조는 RMSEA가 .10이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Browne

& Cudeck, 1992). 따라서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림 1에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표기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Model  df CFI TLI SRMR RMSEA AIC BIC

2 요인 284.500 89 .932 .920 .035 .108 6648.657 6797.777

3 요인 226.211 87 .952 .942 .031 .092 6594.368 6749.972

표 3. 한국판 PFS의 적합도 지수: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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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2 3

1.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52 .29 .001

2.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

는다.
.57 .18 .15

10. 때때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갑자기” (분명한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51 .17 .07

11.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83 .05 -.01

12. 누군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

면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71 .05 .15

13. 나는 음식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1.02 -.01 -.13

14. 가능한 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61 -.03 .28

4. 좋아하는 높은 칼로리의 음식(예, 치킨, 피자, 햄버

거 등)이 근처에 있으면 최소한 맛이라도 보려는

충동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01 .66 .25

5.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두렵다. .30 .59 -.16

6.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것을 먹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36 .56 .003

7. 나는 어떤 음식의 맛을 너무 좋아해서 설령 그것이

내 몸에 좋지 않더라도 먹지 않고는 못 배긴다.
.10 .51 .22

3. 좋아하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005 .42 .53

8.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기 직전에 강렬한 기대

감을 느낀다.
.07 .23 .69

9.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에 많이 집중한다.
.19 -.007 .64

15.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입속에 침이 잔

뜩 고이곤 한다.
.09 .17 .46

표 4.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Geomin 회전 요인부하량

주.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값을 진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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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판 PFS의 3요인 모형

신뢰도 분석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 표본에서 .94, 일반인 표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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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종합했을 때 .96로 높게 나타났다. 표 5에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와

특정 문항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 α 계수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과

총점과의 상관관계는 .66~.85 범위에 있다. .30 이상의 상관을 기준으로

할 때(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척도의 문항들은 적절한 상관계

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계수는 .95 정

도로, 특정 문항을 삭제하더라도 내적 합치도 계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49명의 참가자에 대해 3주 간격

으로 PFS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81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판

PFS가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관계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1 .718 .953

2 .782 .951

3 .710 .953

4 .719 .953

5 .688 .953

6 .801 .951

7 .700 .953

8 .721 .952

9 .686 .953

10 .720 .952

11 .813 .950

12 .844 .950

13 .853 .950

14 .789 .951

15 .656 .954

표 5. 한국판 PFS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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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및 변별 타당도

한국판 PFS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된

기존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PFS는 DEBQ의 정서적 섭식 요인      및 외부적

섭식 요인     , TFEQ의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정도를 반

영하는 요인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식욕 반응성과는 다른 구성개념인 섭식 절제를 측정하는 척도들

(DEBQ-Restrained Eating, Restraint Scale)과는 각각 .188  ,

.124  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판 PFS가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준거 타당도

한국판 PFS의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폭식증 증상을 측정하

는 척도(BULIT-R)와 BMI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판 PFS는 폭

식증 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 BMI와는

정적 경향성을 나타냈다     .

증분 타당도

연구Ⅰ에서는 섭식을 억제하려는 인지적 시도보다 쾌락적 허기가 과식

및 폭식과 같은 이상섭식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변인과 과식 및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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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척도 간의 상관을 비교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PFS

는 섭식 절제를 측정하는 RS와 비교하여 정서적 섭식, 외부적 섭식, 배

고픔, 그리고 폭식증 증상과 더 높은 상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한국판 PFS는 RS에 비하여 이러한 섭식행동들에 대해 35%

이상의 추가적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섭식 억제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허기보다, 쾌락적 허기가 폭식

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PFS 1 2 3 4 5 6

1. DEBQ-Em .623**

2. DEBQ-Ext .709** .552**

3. DEBQ-Res .188** .171** .116*

4. TFEQ-H .610** .517** .606** -.060

5. RS .124* .111** .025 .822** -.075

6. BULIT-R .629** .526** .534** .241** .589** .204**

7. BMI .135** .033 .095 .030 .178** .027 .227**

표 6. 한국판 PFS와 관련 척도들의 상관분석

주, PFS=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 DEBQ=한국판 식이행동질문지(Em=정서적

섭식 소척도, Ext=외부적 섭식 소척도, Res=섭식 절제 소척도), TFEQ-H=한국판

삼요인 섭식척도-배고픔 소척도, RS=섭식억제척도, BULIT-R=신경성 폭식증 검

사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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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PFS
PFS에 대한  

변화량

DEBQ-Em .111** .623** .377

DEBQ-Ext .025 .709** .507

TFEQ-H -.075 .610** .389

BULIT-R .204** .629** .370

표 7. PFS, RS와 이상섭식행동 척도들의 상관분석 및 PFS에 대한   변화량

주, PFS=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 RS=섭식억제척도, DEBQ=한국판 식이행동질

문지(Em=정서적 섭식 소척도, Ext=외부적 섭식 소척도), TFEQ-H=한국판 삼요인

섭식척도-배고픔 소척도, BULIT-R=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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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Ⅰ의 목적은 최근 Lowe 등(2009)이 개발한 쾌락적 허기 척도

(Power of Food Scale; PF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쾌락적 허기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임상심

리전문가 3인과 원저자의 피드백을 얻어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다음

으로, 한국어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이 2개 추출되었

으나, 과소추정 가능성과 원척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3요인 구조

까지 고려하였다. 아울러 3요인 구조의 요인부하량 행렬이 원척도의 구

조와 유사하였고, 적합도도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문항이

다른 요인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특수성에 따른 것인지 추가적

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2요인 구조와 3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동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

다. 3요인 구조에서 적합도가 더 양호하게 나왔으며, 이동된 문항들의 요

인부하량도 .70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요인을 나눈 원척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동된 한국어 문

항들의 내용이 해당 요인에 배치되지 않았다. 예컨대, 원척도에서 음식

존재에 해당했던 3번 문항(“좋아하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은 음식 맛 요인에 해당되었다. 이 요인이 음

식에 가장 근접할 때의 식욕 반응성을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번

문항이 추가되는 것이 요인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다. 아울러, 12번(“누군

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

해진다.”)과 14번(“가능한 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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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이 음식 맛 요인이 아닌 음식 이용가능성 요인에 묶이게 된 것도

음식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한국판 PFS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도 .66~.8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식이행

동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과 상관을 살펴보았다. 한국판 PFS는 정서

적 섭식 및 외부적 섭식, 배고픔을 측정하는 소척도들과 높은 정적 상관

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섭식 절제 척도들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PFS가 양호한 구성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성 폭식증

검사 및 BMI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한국판 PFS는 이 둘과 모두 유의

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식증 척

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BMI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

를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PFS가 BMI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

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Espel-Huynh et al., 2018). 이러

한 점은 표본의 BMI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쾌

락적 허기가 높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FS가 섭식 억제척도보다 과식 및 폭식행동에 대

한 추가적인 설명량을 갖는다는 점을 밝혀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PFS가 음식에 대한 쾌락적 식욕 반응성의 개인

차를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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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Ⅱ. 쾌락적 허기와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Ⅰ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를 활

용하여 쾌락적 허기와 성격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 대한 음

식에 노출되는 생활사건 및 정서조절곤란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쾌락적 허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쾌락적 허기와 충동적 의사

결정, 그리고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폭식 행동 및 음식 중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쾌락적 허기가 폭식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임이 반복

적으로 밝혀져 임상적 중요성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적 특성

이 쾌락적 허기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뿐 아

니라 쾌락적 허기와 정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허기에 대한 취약성이 될 수 있는 성격적

특성과 정서적 요인, 생활 환경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쾌락적 허기는 중독과 관련되는 뇌의 보상회로 활성화와 정적 관련성

을 갖는다(Davis et al., 2013; Davis & Loxton, 2014). 알코올 중독, 인

터넷 사용 장애 등 중독 관련 연구들에서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

억제체계(BIS)가 이러한 중독 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Bijttebier, Beck, Claes, & Vandereycken, 2009; Lopez-Vergara et al.,

2012; Yang & Suh, 2017). 아울러 기존의 섭식장애 연구들에서도 폭식

증 증상의 심각도가 BAS 및 BIS가 모두 높은 것과 관련된다는 점이 시

사되었다(조소현 & 조아라, 2008; Turner et al.,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허기의 심각도가 BAS 및 BIS 민감성과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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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BAS 및 BIS가 어떠한 요인을 거쳐 병리적 수준의 쾌락적 허

기로 연결되는지 대한 논의도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BAS 및 BIS 민감

성이 모두 높은 개인은 보상과 처벌 자극에 모두 민감하며 접근 동기 및

회피 동기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극

및 활동에 대해 접근-회피의 내적 갈등을 빈번하게 겪을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성격 특성은 정서조절곤란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곤란은 다시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서 음

식과 같은 보상 자극을 탐닉하려는 동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Heatherton

& Baumeister, 1991). BAS, BIS 민감성의 기능을 고려하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높은 BAS 민감성으로 인해 보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지만, 동시에 BIS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될만

한 극단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게 되어, 그 타협점으로서 안전

한 보상인 음식을 통해 기분을 낫게 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S 및 BIS 민감성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매개하여 쾌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음식 환경이 변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쉽게 구

할 수 있고, TV, SNS 등의 매체들을 통해 구미를 당기게 하는 음식 자

극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출은 건강하지 않

은 음식을 선택하고, 과식하게 되며,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Alblas et al., 2019; Boulos, Vikre, Oppenheimer, Chang, & Kanarek,

2012; Broswell & Kober, 2016; Chapman, Benedict, Brooks, & Schiöth,

2012; Harris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BAS 민감성과

음식 자극 노출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혔다. 폭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뇌 영상 연구에서는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맛있는 음식 사진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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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을 때 보상회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점을 보고했다(Schienle et

al., 2009).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는 보상 민감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Guerrier et al.,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쾌락적 허기에 대해 BAS 민감성과 음식에 노출되는 생활사건들

이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점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쾌락적 허기, BAS 및 BIS

민감성,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음식노출 생활사건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

행하여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매개모형 검증을 통

해 정서조절곤란이 BAS 및 BI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음식노출 생활사건

이 BA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세운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과 행동억제체계 민감성은 쾌락적 허기와 정적

상관을 가질 것이다.

2.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

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3.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을 음식노출 생

활사건들이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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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 소재 S대학교 재학생 281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에서 남자가

131명(46.6%), 여자가 150명(53.4%)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0

세(SD=3.12)였다. 이들 중 다이어트 중인 사람은 101명(35.9%),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88명(66.9%)이었다.

남성의 BMI 평균은 22.31(SD=2.89), 여성의 BMI 평균은

20.77(SD=2.46)이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 PFS). 연구Ⅰ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 합치도는 .92로 높

게 나타났다.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AS/BIS). Carver와 White(1994)가 보상

및 처벌에 대한 민감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총

20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국내에서는 김교헌과 김원식

(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하였으며, 행동활성화체계 척도는 보상 민감성,

추동, 재미추구의 3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동억제체계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BAS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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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이 .85, 추동이 .87, 재미 추구가 .78이며, BIS는 .7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 민감성이 .71, 추동이 .82, 재미 추구가 .78이며,

BAS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고, BIS가 .80이었다.

처벌보상민감성 척도(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SPSRQ). Turrubia, Avila, Moltó,

Caseras(2001)가 기존의 BAS/BIS 척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Gray의 강

화민감성이론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발한 척도로서, 총 48문항이며, 이

원반응으로 평정한다.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BAS/BIS 척도가

특정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SPSRQ는 보다 구체적인 자극과 상황에 대한 보상 및 처벌 민감성을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태연, 이인혜(201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

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김태연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SP 척도가 .87, SR 척도가 .81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각각 .88과 .84이었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Gratz와 Roemer(2004)가 정서조절곤란을 다차원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36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충동 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경향,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리고 목표 지

향 행동의 어려움의 6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조용

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

치도는 .92였고, 6개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6~.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이었고, 하위요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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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이었다.

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 (Food Exposure Life Event; FELE). 일

상생활에서 음식에 노출되는 사건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총 5문항이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 대중매체 및 SNS

등을 통하여 음식을 먹는 영상, 요리하는 영상, 음식 사진, 그리고 실제

로 주변에 비치된 간식에 노출되는 경험의 빈도와, 음식을 얼마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주관적 거리지각을 측정한다. 임상심리전문

가 1인의 검토를 받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73이

었다.

통계적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

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 3.4를 사

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연구Ⅱ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쾌락적 허기 척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여성(M=48.25,

SD=11.7)이 남성(M=44.11, SD=12.5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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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79)=-2.91, p<.01. 또한 BAS/BIS로 측정한 행동억제체계의 경우, 여성

(M=21.07, SD=3.55)이 남성(M=20.25, SD=3.41)보다 높은 경향성이 발견

되었다, t(279)=-1.97, p<.10. SPSRQ로 측정한 보상민감성은 남성

(M=62.50, SD=8.42)이 여성(M=60.25, SD=8.29)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

다, t(279)=2.26, p<.05.

전체(N=281) 남(N=131) 여(N=15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FS 46.32 12.04 44.11 12.56 48.25 11.27 -2.91***

BAS 37.89 5.13 38.30 5.16 37.53 5.10 1.25

BAS-RS 15.75 2.03 15.89 1.98 15.62 2.07 1.13

BAS-D 10.91 2.38 11.32 2.43 11.15 2.26 0.60

BAS-FS 11.23 2.33 11.08 2.30 10.76 2.45 1.14

BIS 20.69 3.50 20.25 3.41 21.07 3.55 -1.97*

SR 61.30 8.41 62.50 8.42 60.25 8.29 2.26**

SP 62.61 9.54 62.97 9.66 62.29 9.45 0.59

DERS 91.66 21.32 90.55 21.43 92.63 21.24 -0.82

FELE 22.98 5.69 22.41 6.05 23.47 5.32 -1.56

BMI 21.49 2.77 22.31 2.89 20.77 2.46 4.81***

표 8.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81)

주,. PFS=쾌락적 허기 척도; BAS=행동활성화체계 소척도(RS=보상 민감성, D=추

동, FS=재미추구); BIS=행동억제체계 소척도; SR=보상 민감성 소척도; SP=처벌

민감성 소척도; DERS=정서조절곤란 척도; FELE=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

BMI=체질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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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적 허기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Ⅱ의 281개의 자료에서 나타난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

고 한국판 PFS와 주요 척도들 간의 상관을 표 9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PFS 전체 척도와 세 하위 척도들은 행동활성화체계 척도 및 보상 민감

성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8~.35, p<.01; r=.23~.32,

p<.01. 행동활성화체계 하위 척도들과 쾌락적 허기 척도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보상 민감성(r=.26, p<.01) 및 재

미추구(r=.25, p<.01) 하위 척도에서 추동 하위 척도(r=.14, p<.05)보다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쾌락적 허기 척도와 행동억제체계 척도 및 처벌

민감성 척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r=.21,

p<.01; r=.22, p<.01.

정서조절곤란 척도 또한 쾌락적 허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1, p<.01. 특히 쾌락적 허기 하위 척도 중 음식 앞에 있을 때 억누르

기 힘든 식욕 충동성을 측정하는 ‘음식 존재’ 하위요인과의 상관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r=.44, p<.01.

일상생활 중 음식에 노출되는 빈도를 측정하는 척도(FELE)와 쾌락적

허기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47, p<.01. 그러나 음식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측정하는 문항(FE-Acc)과 쾌락적 허기 척

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가까울 때의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음식 맛’ 하위요인만이 이 문항과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15, p<.05.

BMI의 경우,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식

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측정하는 ‘음식 이용가능성’ 하위요인과만 약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r=.1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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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PFS-Avail PFS-Pres PFS-Tast

BAS .28** .24** .18** .35**

BAS-RS .26** .22** .14* .37**

BAS-D .14* .13* .06 .19**

BAS-FS .25** .22** .22** .25**

BIS .21** .18** .23** .16**

SR .31** .23** .31** .32**

SP .22** .19** .25** .16**

.44** .16**.24**.31**DERS

.36** .47**.42**.47**FELE

.24** .37**.33**.35**FE-Muk

FE-Cok .37** .33** .26** .41**

FE-Sns .43** .42** .30** .39**

FE-Act .34** .29** .34** .30**

FE-Acc .10 .06 .08 .15*

BMI .11 .13* .07 .07

표 9. PFS와 주요 척도와의 상관 (N=281)

주, PFS=쾌락적 허기 척도(Avail=이용가능성, Pres=존재, Tast=맛); BAS=행동활성

화체계 소척도(RS=보상 민감성, D=추동, FS=재미추구); BIS=행동억제체계 소척

도; SR=보상 민감성 소척도; SP=처벌 민감성 소척도; DERS=정서조절곤란 척도;

FELE=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Muk=먹방, Cok=쿡방, Sns=SNS음식사진, Act=

실제 우연 노출, Acc=음식 접근용이성; BMI=체질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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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PFS 1

2. BAS .28** 1

3. BA-RS .26** .70** 1

4. BA-D .14* .79** .36** 1

5. BA-FS .25** .78** .31** .43** 1

6. BIS .21** .13* .35** .004 -.01 1

7. SR .31** .56** .43** .42** .44** .21** 1

8. SP .22** -.01 .20** -.12* -.08 .60** .32** 1

9. DERS .31** -.01 .07 -.15** .07 .41** .28** .60** 1

10. FE .47** .16** .17** .06 .13* .03 .15* .07 .13* 1

11. FMuk .35** .04 .09 -.02 .03 .01 .02 .02 .08 .83** 1

12. FCok .37** .13* .16** .09 .07 .04 .13* .03 .11 .80** .74** 1

13. FSns .43** .16** .13* .07 .16** .05 .16** .12 .11 .75** .56** .51** 1

14. FAct .34** .13* .11 .06 .13* -.03 .20** .08 .21** .63** .37** .36** .30** 1

15. FAcc .10 .07 .11 .00 .06 .03 .01 .01 -.08 .42** .12* .11 .15** .15* 1

표 10. PFS와 주요 척도들의 상관 (N=281)

주, PFS=쾌락적 허기 척도; BAS=행동활성화체계 소척도(RS=보상 민감성, D=추동, FS=재미추구); BIS=행동억제체계 소척도;

SR=보상 민감성 소척도; SP=처벌 민감성 소척도; DERS=정서조절곤란 척도; FELE=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FMuk=먹방,

FCok=쿡방, FSns=SNS음식사진, FAct=실제 우연 노출, FAcc=음식 접근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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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쾌락적 허기

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3.4(Hayes, 2013)를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95% 신뢰구

간에서 반복추출 검증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총 효과,

직접 효과, 그리고 매개 변인을 통한 총 간접 효과를 산출한다.

쾌락적 허기에 대한 BAS/BIS의 직접 효과 및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의 표준화된 계수를 포함한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는 BAS/BIS 두 척도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집

단과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BAS/BIS가 함께 높아질수록 쾌락적 허기가 높아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모형에는 성별이

공변량으로 포함되었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쾌락적 허기에 대한

BAS/BIS의 직접 효과(=.50, SE=.11, t=4.61, p<.01)가 유의하였고, 간접

효과(=.08, SE=.04)의 신뢰 구간은 .01-.1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

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 또한 BAS/BIS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z=2.17, p<.05.

나아가 BAS/BIS와 관련된 구성개념인 보상 민감성 및 처벌 민감성을

측정하는 SRSPQ를 활용하여 이러한 매개모형이 여전히 유의한지 반복

검증하였다. 이 척도에서도 BAS/BIS와 마찬가지로 쾌락적 허기에 대한

직접 효과(=.77, SE=.07, t=10.60, p<.01)가 유의하였고, 정서조절곤란의

간접 효과(=.17, SE=.05)의 신뢰구간은 .07-.2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

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 또한 SR/SP가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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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허기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z=3.25, p<.01.

BAS/BIS 쾌락적 허기

정서조절곤란
.28** .19**

.50**

그림 2. BAS/BIS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 모형

     

 Boot SE BootCI t

BAS/BIS → 정서조절곤란 .71 .20 .32-1.11 3.58**

정서조절곤란 → 쾌락적 허기 .11 .04 .03-.19 .01*

직접 효과 .50 .11 .28-.71 4.61**

간접 효과 .08 .04 .01-.18

표 11. BAS/BIS를 기반으로 한 매개모형 Bootstrapping 결과 (N=154)

주, BAS/BIS=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 척도 합산 점수.

     

추가적으로, BAS, BIS 민감성 각각이 폭식증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가 유의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BAS, BIS 민감성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Gray(1990)의 강화민감성이론을 고려할 때, BAS, BIS 민감성 각각은 쾌

락적 허기 및 정서조절곤란과 차별적인 관계 패턴을 지닐 것으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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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각각에 대한 분석은 281명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

선 분석과 같이 성별을 공변량으로 포함시켰다. 먼저 BIS 민감성은 쾌락

적 허기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조절곤란의 간접 효

과만 유의하였다, =.29, SE=.21, t=1.37, p=.17; =.38, SE=.11,

CL=.19-.60. 즉, 정서조절곤란은 BI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완

전 매개한다. 표준화 계수를 포함한 완전 매개 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

였다. Sobel test 결과 또한 매개 모형이 유의함을 나타냈다, z=4.18,

p<.01. 이러한 완전 매개모형은 SPSRQ의 처벌 민감성 요인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z=3.58, p<.01.

한편, 정서조절곤란은 BAS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

의하였으나, 간접 효과는 그 신뢰구간이 -.10-.09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

지 않았다, =.70, SE=.13, t=5.59, p<.001; =-.004, SE=.05. 반면, SR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SR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서조절곤

란의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39, SE=.08, t=4.76, p<.001; 

=.10, SE=.03, CI=.04-.17. Sobel test 결과 또한 SR가 쾌락적 허기에 미

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z=3.27, p<.01.

BIS 쾌락적 허기

정서조절곤란
.41** .27**

.29

그림 3. BIS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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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과거나 현재의 다이어트 여부에 따라 BAS/BI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의 정도가 달라지

는지 확인하였다. 섭식 억제에 따라 BAS 민감성이 섭식 행동에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도 의미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과거 다이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다이어트

중인 집단의 경우, BAS/BIS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다이어트 경

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BAS/BIS의 직접 효과는 .38, 정서조절곤란을 통

한 간접효과는 .11로 둘 다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 계수가 이전 분석보

다 .03 높았다, SE=.13, t=2.81, p<.01, CL=.11-.65, N=101; SE=.06,

CL=.02-.25. 현재 다이어트 중인 집단의 경우에도, BAS/BIS의 직접 효

과는 .36, 정서조절곤란을 통한 간접효과는 .13으로 이전 분석보다 .05 높

았다, SE=.12, t=2.92, p<.01, CL=.12-.61, N=99; SE=.06, CL=.03-.28.

행동활성화체계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조절효과

음식에 노출되는 생활사건이 BAS 민감성 및 보상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8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

에 성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 BAS 민감성을 평균 중심화하여 투입하

였다. 3단계에 음식노출 생활사건 총점을 평균 중심화하여 투입하였고, 4

단계에 BAS 민감성과 음식노출 생활사건을 평균 중심화하여 곱한 값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 48 -

BAS 척도를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BAS 민감성이 쾌락적 허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음식노출 생활사건 전체 점수의 조절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002, p>.05), BAS와 음식노출 생활사

건 총점 각각의 주 효과만 유의하였다,  =.088, p<.01;  =.168,

p<.01. 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의 문항들이 서로 구별되는 음식노출

경험을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문항들의 조절 효과를 각각 분석

한 결과, SNS 음식 사진에 노출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p<.05.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

하였다. 그림 4에는 95% 신뢰구간과 함께 이러한 조절효과를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SNS상에서 맛있는 음식 사진

에 자주 노출되는 집단은 BAS 민감성과 상관없이 쾌락적 허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 빈도가 낮은 집단은 BAS 민감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BAS 민감성이 낮더라도 SNS

상에서 맛있는 음식 사진에 자주 노출되면, BAS가 높으면서 SNS 음식

사진에 대한 노출 빈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쾌락적 허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R 척도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음식노출 생활사건 총점

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0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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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FS에 대한 BAS와 SNS 음식사진 노출의 상호작용 그래프

단계 예언변인 B S.E  t  ∆ F

1
상수 39.98 2.29 17.44

.03 8.48**　
성별 4.14 1.42 .17 2.91

2

상수 39.16 2.20 17.84

.12 .09**
　

18.49**
성별 4.67 1.36 .19 3.43

BAS 3.58 .68 .30 5.26

3

상수 41.00 2.04 20.07

.25** .13**
　

30.91** 　

성별 3.47 1.27 .14 2.74

BAS 2.83 .64 .24 4.44

SNS 4.50 .64 .37 7.02

4

상수 41.18 2.03 20.24

.26** .01* 24.42**

성별 3.49 1.26 .15 2.77

BAS 3.00 .64 .25 4.69

SNS 4.38 .64 .36 6.86

BAS×SNS -1.34 .67 -.10 -1.99

표 12. 쾌락적 허기에 대한 SNS 음식사진 노출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281)

주, BAS=행동활성화체계 소척도; SNS=SNS음식사진노출 빈도

     



- 50 -

추가 분석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value

(n=72,

25.6%)

(n=63,

22.4%)

(n=64,

22.8%)

(n=82,

29.2%)

low BAS

× low BIS

low BAS

× high BIS

high BAS

× low BIS

high BAS

× high BIS

M (SD) M (SD) M (SD) M (SD)

PFS 42.69(11.51)a 45.06(12.46)a 45.64(11.82)ab 51.01(11.05)b 7.05***

FELE 21.46(5.67)a 22.33(5.89)ab 23.63(6.13)ab 24.30(4.84)b 3.86*

BMI 21.54(2.06) 21.09(2.96) 21.64(3.02) 21.63(2.99) .58

DERS 88.15(19.34)ab 96.19(21.09)bc 83.98(20.53)a 97.26(21.67)c 6.63***

집단 내 빈도

(%)

집단 내 빈도

(%)

집단 내 빈도

(%)

집단 내

빈도 (%)

전체

빈도

Diet

-now
21(7.5%) 27(9.6%) 23(8.2%) 30(10.7%)

101

(35.9%)

Diet

-past
42(14.9%) 48(17.1%) 39(13.9%) 59(21.0%)

188

(66.9%)

표 13. BAS/BIS에 기반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과 Tukey 사후

검정 (N=281)

주, 상이한 첨자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뜻함(Tukey, p<.05).

BAS=행동활성화체계 소척도; BIS=행동억제체계 소척도; PFS=쾌락적 허기 척도;

FELE=음식노출 생활사건 척도; BMI=체질량 지수; DERS=정서조절곤란 척도;

Diet-now=현재 다이어트 중; Diet-past=과거 다이어트 경험

        

추가 분석에서는 BAS와 BIS 민감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이 집단들 간 쾌락적 허기, 음식노출 생활사건, BMI,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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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곤란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Tukey 사후검정

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와 각 집단의 척도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함

께 표 13에 제시하였다. 쾌락적 허기 점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3, 277)=7.05,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AS, BIS 민

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은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낮은 집단, BAS 민

감성이 낮고 BIS 민감성이 높은 집단보다 쾌락적 허기 점수가 높았다.

음식노출 생활사건 점수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F(3,

277)=3.86, p<.05.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의 평균이 모두 낮

은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특히, 음식을 요리하는 방송을

자주 본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SNS에서 음식 사진을 자주 본다고 한 사

람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F(3, 277)=3.36, p<.05; F(3,

277)=2.67, p<.05. BMI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3,

277)=.58, p=.63. 한편, 정서조절곤란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였다, F(3, 277)=6.63, p<.001. 여기에서도 BAS 민감성과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BAS 민감성이 낮고

BIS 민감성이 높은 집단,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낮은 집단, BAS 민

감성이 높고 BIS 민감성이 낮은 집단의 순으로 정서조절곤란 점수가 높

았다.

아울러, 집단별로 현재 다이어트 중인 비율과 과거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표 13에 함께 제시하였다. 현재 다이어트 중

인 집단 비율은 BAS 민감성과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10.7%), 두 체계 민감성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7.5%). 과거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도 마찬가지로 두 체계 민감성이 모

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SPSRQ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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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과 처벌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쾌락적 허기가 가장 높았

고, 보상 민감성이 낮은 두 집단의 점수는 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정서조절곤란 점수에서도 보상 민감성과 처벌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

과 보상 민감성이 낮고 처벌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 민감성이 모

두 높은 사람들이 쾌락적 허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은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언제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쾌락적 식욕 충동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

성은 그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음식 자극을 접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논 의

연구Ⅱ의 목적은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 민감성, 정서조절곤

란,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빈도가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것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쾌락적 허기를 높이는지, 그리고 쾌락적 허기에 대해 BAS 민감성과 음

식노출 생활사건이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쾌락적 허기는 BAS, BIS, SR, SP,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음식노출 생활사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적 상관은 행동억제체계를 측정하는 척도들보다 행동활성화체계를 측

정하는 척도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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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한

국판 PFS의 ‘음식 맛’ 하위요인과만 약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 하위요인이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가까울 때의 식욕 반응

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Ⅰ과 달리 BMI는 음식 이용가

능 요인과만 상관이 유의했다. 이는 연구Ⅱ 참여자들의 BMI가 연구Ⅰ에

비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비만군을 포함한 연구에서는 BMI와 PFS 점

수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Cappelleri et al.,

2009; Lowe et al., 2009).

둘째,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것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하였으며, 이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분석에서는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BAS, BIS 두 척도에서 모두 평균 상인 집단과 모두

평균 하인 집단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BAS, BIS 민감성의 평균을 기준

으로 상하로 구분한 네 집단에서는 두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쾌락

적 허기와 정서조절곤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을수록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폭식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이다(이선미, 박

기환, 2009; 조소현, 조아라, 2008). 특히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P/SR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BAS, BIS 각각이

쾌락적 허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서조절곤란은 BIS

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반면, BAS는 쾌락적 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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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BIS가 부정 정서와 관련되며, BAS는

긍정 정서와 관련된다는 강화민감성이론의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결과

이다(김교헌, 김원식, 2001; Gomez & Gomez, 2002). 처벌 및 보상 민감

성을 측정하는 SRSPQ를 활용한 분석에서 SP는 BIS와 마찬가지로 정서

조절곤란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SR은 BAS와 달리 정서조절곤

란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AS와 SP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중이거나 과거에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는 쾌락적 허기가 다이어트 의도 및 경험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상과 달리 BAS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는 음식노출 생활사

건 총점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항목 중 SNS를

통해 맛있는 음식 사진에 노출되는 빈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SNS

음식 사진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BAS 민감성이 높을수록

쾌락적 허기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출 빈도

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쾌락적 허기가 높

았고, 이에 대한 BAS 민감성의 영향력은 비교적 작았다. 즉, SNS 음식

사진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BAS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적 허기를

높아지게 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었다.

또한 개념적으로 유사한 SR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음식노출 생활사건

총점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아울러 BAS, BIS 민감성을 고저를 기

준으로 한 집단 간 비교에서, 고 BAS 집단들이 저 BAS 집단보다 음식

자극에 노출되는 생활사건들을 더 많이 보고했다. 이러한 점은 BAS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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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이 높을수록 스스로 음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같은 환경에 있어도 BAS 민감

성이 높은 사람들이 음식 자극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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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섭식장애의 발병 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진 쾌락적 허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정서적, 환경적

취약성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Ⅰ에서는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인 쾌락적 허기 척도(Power of

Food Scale, PFS; Lowe et al., 2009)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

다. 연구Ⅱ에서는 성격적 요인으로 신경 행동적 동기체계인 행동활성화

체계와 행동억제체계 민감성을 상정하여,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기질적 특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음식에 노출되는 생활사건들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연구Ⅰ에서는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PF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PFS는 맛있는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서 느끼는 쾌락적 식욕 반응성을 측

정하는 척도로서, 음식 근접성의 세 수준인 ‘음식 이용가능’, ‘음식 존재’,

‘음식 맛’에 따른 식욕을 측정한다(Lowe et al., 2009). 음식 이용가능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음

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며, 음식 존재는 음식이 눈 앞에 있을

때 느끼는 식욕 충동을 측정한다. 음식 맛은 음식을 한 입 맛보았을 때,

즉 다른 요인들보다 음식과 가장 근접한 상태일 때 느끼는 식욕 반응성

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3인의 검토와 원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한국판 문항들을 최종확정하였다. 이어서 번안된 척도의 요

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229명의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2요인과 3요인 구조가 경쟁 모형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론적 배경, 원척도와의 연결성, 그리고 적합도를 검토하여 3요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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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한 요인구조

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 189명을 대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3

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들의 이동이 있었으나,

원척도 요인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았고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판 PFS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9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이었다. 나아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관련 변인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PFS는 정

서적 섭식, 외부적 섭식, 배고픔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섭식 절제와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 아울러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한국판 PFS와 폭식증 증상, BMI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식 제한보다 쾌락적 허기가 폭식

행동에 대한 추가적 설명량을 갖는지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쾌락적 허기는 섭식 제한보다

폭식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은 PFS를 타당화한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등의 국내외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이인혜, 조우진, 2017; Andreeva et al., 2019; Lowe

et al., 2009; Ribeiro et al., 2015; Yoshikawa, Orita, Watanabe, &

Tanaka, 2012). 종합하면, 한국판 PFS는 쾌락적 허기를 측정하는 타당하

고 신뢰로운 도구이며, 폭식행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연구Ⅱ에서는 BAS, BIS 민감성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및 음식에 노출되는 생활사건들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였다. BAS, BIS 민감성은 보상 및 위협 신호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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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신경 행동적 동기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음식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Harrision et al., 2010; Harris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허

기와 관련이 깊은 폭식장애의 발병 위험군인 20대 남녀 대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BAS, BIS 민감성을 측정하는 BAS/BIS, SPSRQ의

두 가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가설을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BAS, BIS 민감성은 쾌락적 허기를 유의미하게 설명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것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다이어트 중이거나 과거에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경우, 이러한 매개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SPSRQ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BAS, BIS 민감성의 고저

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쾌락적 허기와 정서조절곤란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것이 정서조절곤란과 쾌락적 허기에 취약해질 수 있는 성향일 가능

성이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민감성이론의 하위결합체계 가설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Corr, 2002). Corr의 설명에 따르면, BAS, BIS는

특정 자극에 의해 둘 중 한 체계가 촉발되면 다른 하나를 억제하는 방식

으로 작동되는 상호의존적인 체계이다. BAS, BIS 민감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의 경우, 위협 자극에 노출되면 일단 높은 BIS 민감성으로 인해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정서가 촉발되고, BAS는 다소 억제된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안전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극을 찾게 된다. 그러한 보상 자극 중

현대인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구미를 자극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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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이에 따라 쾌락적 허기가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

서 접하는 다양한 자극은 명백하게 혐오 자극이거나 보상 자극으로 구분

되기 어렵기 때문에, BAS, BIS가 모두 높은 사람들은 빈번하게 자극에

대한 접근-회피 갈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서조절의 어려움

을 초래하며, 이를 통해서도 쾌락적 허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존재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BAS, BIS 각각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

을 살펴보기 위해 두 민감성 각각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쾌락적 허

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BIS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는 쾌락적

허기에 대한 직접 효과만 유의하고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BIS 민감성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쾌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

치는 반면, BAS 민감성은 직접적으로 쾌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음식으로 정서적 불편감을 감소시키거나 회피

하는 부적 강화를 통해 쾌락적 허기가 높아지고, 후자의 경우 음식이라

는 강화물을 얻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으로 정적 강화를 통해

쾌락적 허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IS가

부정 정서와 관련되며, BAS는 긍정 정서와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의 이

론적 배경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교헌, 김원식, 2001; Gomez &

Gomez, 2002). 한편 처벌 및 보상 민감성을 측정하는 SPSRQ를 활용한

분석에서 처벌 민감성 요인(SP)은 BIS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보상 민감성 요인(SR)은 BAS와 달리 정서조절곤란을 부분 매개하여 쾌

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들에

서 밝혀진바, 긍정 정서와 관련되는 BAS와 달리 SR은 신경증, 정신증

성향 및 부정 정서와 더 관련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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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pić & Corr, 2014; Torrubia et al., 2001).

마지막으로, BAS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조

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BAS와 쾌락적 허기의 관

계에서는 이러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음식노출 생활사건의

하위 항목 중 SNS 음식 사진에 노출되는 빈도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

타냈다. 상호작용 그래프를 통해 조절효과의 방향을 살펴본 결과, BAS

가 낮더라도 SNS 음식 사진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집단이 BAS가 높으

면서 노출 빈도가 낮은 집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쾌락적 허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음식 사진이 쾌락적 허기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음식 자극이 쾌락적 섭식을 증가시키며, 특히 BAS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음식 자극이 과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결과이기도 하다(Alblas et al., 2019; Guerrieri et al.,

2008). 한편 SR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음식노출 생활사건 총점의 조절효

과가 유의하였다. 이처럼 BAS, SR의 결과가 다른 것은 BAS/BIS가 일

반적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반면, SRSPQ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기능을

측정하여 생활사적 사건들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Torrubia et al., 200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음식

맛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자 하는 쾌락

적 식욕 반응성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FS가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한 음식을 쉽게 접하는 서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표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

령층의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향후 척도가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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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둘째, 강박적 섭식 및 폭식 행동 발생 기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

고 있는 쾌락적 허기의 기제를 조명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섭식

억제 행동이 폭식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이어트 의도

가 강하지 않은데도 폭식을 반복하는 폭식장애 환자들을 설명하기 어려

웠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약물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기제로 음식에

중독되는 과정을 밝혀낸 신경과학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Schulte,

Grilo, & Gearhardt, 2016; Volkow & Wise,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연

구 동향에 발맞추어 음식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쾌락적 허기의

기제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쾌락적 허기에 대한 성격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밝

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쾌락적 허기가 폭식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

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쾌락적 허기 자체에 대한 취약 요인들을 밝히

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허기를 증가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적 특질로서 BAS, BIS와의 관계를 살

펴보고, 나아가 정서조절의 문제와 생활사적 음식 노출 경험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쾌락적 허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넷째, 극단적으로 높은 쾌락적 허기와 관련될 수 있는 위의 위험 요인

들을 밝힌 것은 폭식장애에 대한 치료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시

사점이 있다. BAS, BIS 민감성이 함께 높은 환자들의 경우, 음식의 보

상적인 특성과 정서조절곤란으로 인해 쾌락적 허기가 높아져 섭식 문제

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는 마음챙김 명상 및 마음챙김 먹기 훈련과 같

은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챙김 먹기는 음식을

먹는 동안 느껴지는 감각을 온전히 알아차림으로써 과식하지 않고도 만

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연구들에서 마음챙김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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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먹기 훈련을 통해 폭식 행동 감소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심리적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전소라, 손정락 2012; Dalen et

al., 2010; Godfrey, Gallo, & Afari, 2015). 더불어 BAS 민감성이 특히

높은 환자들에게는 보상 자극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 자극에 노

출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며, 목표 행동을 지속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수반성 관리(contingency management, CM)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M은 중독 환자 및 폭식장애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Wisniewski & Ben-Porath, 2015).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 대학의 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임상군에게도 똑같이 적

용되기에는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폭식 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

는 폭식장애, 신경성 폭식증 등을 지닌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회고적 주관적 보고에 기반한 횡단연구라

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후

속 연구에서는 쾌락적 허기와 BAS/BIS, 정서조절곤란, 음식노출 생활사

건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및 실험 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한 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힌 요인구조는 원척도의 몇몇 문항이 이동된 형

태였다.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요인이 구성된 것을 고려할 때,

옮겨진 4문항 중 3문항은 이동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5번 문항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두렵다”)이 음식 이용가능성 요인에서 음

식 존재 요인으로 이동한 것은 이러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음식 존재 요인의 다른 문항들은 억누르기 힘든 충동적 식욕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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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5번 문항과 같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한국판 PFS척도의 음식 존재 요인은 추가적으로 충동적 식욕을 측

정한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 5번 문항이

음식 존재 요인에 해당하는지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가 음식에 피동적으로 노출되는 사건

들뿐만 아니라, 음식 자극을 스스로 찾아보는 사건들을 포괄하여 측정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제 3

의 변인이 아니라, BAS, BIS 민감성의 영향을 받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BAS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먹방이나 쿡방과 같은 음식 자극을

찾아서 보거나, 그러한 자극에 스스로를 더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였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비간섭적 관

찰 연구나 생태순간평가 방법, 실험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성격 특성이 일상생활의 음식 자극 노출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쾌락적

허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의 먹방, 쿡방, SNS 사진, 실제 노

출 질문들은 쾌락적 허기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접근 용이성 질문

은 음식 맛 하위요인과만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

온 것은 다른 네 질문들이 음식 자극에 대한 노출 빈도를 묻는 것과 달

리 접근 용이성 질문은 식료품점에 대한 주관적 거리지각을 묻는다는 점

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음식 이용가능성은 음식

섭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접근성과 음식 섭취의 관계

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다(Caspi, Sorensen, Subramanian, &

Kawachi, 2012). 따라서 맛있는 음식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

경인지와 쾌락적 허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교한 실험 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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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BAS/BIS 민감성과 쾌락적 허기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지만, 이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BAS/BIS 민감성이 높더라도 건강한 정서조절을 가능

케 하는 보호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정서조절곤란을 겪더라도 쾌락적

허기 대신 알코올, 쇼핑, 게임, 흡연 등 다른 대상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어떤 변인이 특히 쾌락적 허기를 많

이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

행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상태에서 음식이 기분을 낫게 해줄 거라는 기대

를 할 때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Fischer et al., 2018).

쾌락적 허기 또한 이러한 기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인지적 요인 및 생활방식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근접 원인을 밝혀 쾌락적 허기를 통한 폭식 모델을 더

욱 정교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섭식장애 기제의 중요 변인으

로 주목받고 있는 쾌락적 허기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도구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를 통하여 향후 관

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쾌락적 허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취약 요인들을 밝혔으며, 이러한 결과

들을 바탕으로 섭식장애 환자들의 성격 특성에 따른 치료적 방향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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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 (PFS)

부록 2. 한국판 식이행동 질문지 (DEBQ)

부록 3. 한국판 3요인 섭식척도–배고픔 (TFEQ-Hunger)

부록 4. 한국판 섭식억제척도 (RS)

부록 5.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 (BULIT-R)

부록 6.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 (BAS/BIS)

부록 7. 처벌보상민감성 척도 (SPSRQ)

부록 8.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DERS)

부록 9. 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 (F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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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 2 3 4 5

2.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
1 2 3 4 5

3. 좋아하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1 2 3 4 5

4. 좋아하는 높은 칼로리의 음식(예,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이 근처에 있으면 최소한 맛이라도 보려는 충동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두렵다. 1 2 3 4 5
6.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먹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음식의 맛을 너무 좋아해서 설령 그

음식이 내 몸에 좋지 않더라도 먹지 않고는 못

배긴다.

1 2 3 4 5

8.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기 직전에 강렬한

기대감을 느낀다.
1 2 3 4 5

9.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많이 집중한다.
1 2 3 4 5

10. 때때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갑자기” (분명한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1 2 3 4 5

12. 누군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1 2 3 4 5

13. 나는 음식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1 2 3 4 5
14. 가능한 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5.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입속에 침이 잔뜩

고이곤 한다.
1 2 3 4 5

부록 1. 한국판 쾌락적 허기 척도 (PFS1))

당신을 설명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세요.

1) © 2006 Drexe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work may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the author, Michael R. Lowe,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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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체중이 늘 때는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까? 1 2 3 4 5

2. 식사 때 먹고 싶은 양보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1 2 3 4 5

3. 체중 증가가 염려되어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거절하는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4.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5. 의도적으로 살이 덜 찌는 음식을 먹습니까? 1 2 3 4 5

6. 전날 너무 많이 먹은 경우 다음날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까?
1 2 3 4 5

7. 살이 찌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적게

먹습니까?
1 2 3 4 5

8. 체중 때문에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많습니까?
1 2 3 4 5

9. 체중 때문에 저녁식사 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많습니까?
1 2 3 4 5

10. 체중을 고려해서 먹는 음식을 선택합니까? 1 2 3 4 5

11. 초조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2. 무료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3. 우울하거나 낙심했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4. 외로울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5.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6. 기분이 언짢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부록 2. 한국판 식이행동 질문지 (DEBQ)

다음은 귀하의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음식 섭취에 대한 행동적, 심리

적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음식 섭취 태도와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가진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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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쾌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8.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긴장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19. 뜻대로 일이 안되거나 잘못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0. 놀랐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1. 실망했을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2. 기분이 상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3. 지루하거나 안절부절못할 때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4. 음식 맛이 좋으면 평소보다 더 먹습니까? 1 2 3 4 5

25. 맛있는 냄새가 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면

평소보다 더 먹습니까?
1 2 3 4 5

26.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 집니까?
1 2 3 4 5

27.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장 먹어

버립니까?
1 2 3 4 5

28. 제과점 앞을 지나가면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사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29. 스낵코너나 카페를 지날 때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사고 싶어 집니까?
1 2 3 4 5

30. 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 당신도 먹고

싶어집니까?
1 2 3 4 5

31.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까?
1 2 3 4 5

32. 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 평소보다 많이

먹습니까?
1 2 3 4 5

33.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먹게 됩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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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1. 대개 너무 배고파서 하루에 세끼 이상 식사를 한다. 1 2

2.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기가 매우

힘들다.
1 2

3. 나는 자주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을 때

전문가가 내게 ‘충분히 먹었다’ 혹은 ‘좀 더 먹어도

되겠다’고 말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1 2

4. 종종 너무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한다. 1 2

5. 늘 먹던 시간이 되면 배고파진다. 1 2

6. 누군가 먹고 있으면 나 역시 배가 고파져서 먹고

싶어진다.
1 2

7. 진짜 맛있는 것을 보면, 즉시 먹어 버려야 할 정도로

배가 고파진다.
1 2

8. 너무 배고파서 내 위가 마치 밑 빠진 독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1 2

9.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그릇에 담긴 음식을 다 먹기

전에 식사를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1 2

10. 때때로 저녁 늦게나 밤에 몹시 배가 고프곤 하다. 1 2

11. 언제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배가 고프다. 1 2

부록 3. 한국판 3요인 섭식척도–배고픔 (TFEQ-Hunger)

각 문제를 읽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 주십시오.

12. 얼마나 자주 배가 고픕니까?

(1) 식사 시간 때에만 (2) 식사 사이에 때때로 (3) 식사 사이에 자주

(4) 거의 항상

13. 저녁 식사를 도중에 그만두고 계속 4시간 동안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 쉽다 (2) 조금 어렵다 (3) 상당히 어렵다 (4) 매우 어렵다

14.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서 후식을 안 먹는 때가 많습니까?

(1) 전혀 없다 (2) 거의 없다 (3)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4) 거의 매일



- 87 -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2.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0 1 2 3 4 5 6

13. 나는 몸매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자주 생각한다.
0 1 2 3 4 5 6

14. 음식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수시로 떠오른다.
0 1 2 3 4 5 6

15.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잘 알고 있다.
0 1 2 3 4 5 6

16.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한다.
0 1 2 3 4 5 6

17.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사 때

일부러 적은 양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6

18.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식사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6

19. 체중이 늘지 않도록 식사 사이에는

간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6

20. 체중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6

21. 식사 때 먹고 싶은 양보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 6

나쁘다 <────────────────────────────> 좋다

-3 -2 -1 0 1 2 3

불만족스럽다 <──────────────────────> 만족스럽다

-3 -2 -1 0 1 2 3

비호의적이다 <──────────────────────> 호의적이다

-3 -2 -1 0 1 2 3

부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3 -2 -1 0 1 2 3

불쾌하다 <─────────────────────────> 유쾌하다

-3 -2 -1 0 1 2 3

부록 4. 한국판 섭식억제척도 (RS)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내가 음식섭취를 억제하는 행동에 대하여 나는…



- 88 -

부록 5.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 (BULIT-R)

다음은 당신의 평소 식습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요즘(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 체크해주십시오.

1. 나는 내 식사패턴에 만족한다.

①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당신은 스스로 “폭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① 절대적으로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마 그럴 것이다.

④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3. 식사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① 거의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 체형과 치수(size)에 만족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이따금씩 그럴 때도 있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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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식사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궤도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의

다이어트나, 설사약이나 변비약을 복용하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하기도 하고 과도한 운동을 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항상 그런 편이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식사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적이 없다.

6. 나는 내 체형이나 신체 치수에 대해 늘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게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7. 너무 많은 음식을 급하게 먹는 때가 있다.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② 일주일에 2회

③ 일주일에 1회

④ 한 달에 2회 내지 3회

⑤ 한 달에 1회 혹은 없음

8. 얼마나 오랫동안 폭식을 해왔습니까?

(폭식: 한동안 다이어트나 절식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마구 먹어대는 행동)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세 달 미만

③ 세 달에서 1년 동안

④ 1년에서 3년 동안

⑤ 3년에서 그 이상

9.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① 확실히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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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의 그럴 것이다.

③ 아마도 그럴 것이다.

④ 그럴 수도 있다.

⑤ 그렇지 않다.

10. 당신의 나이 또래인 사람들과 비교해 얼마나 체중과 체형에 집착하는 것 같

습니까?

①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이

② 보통보다 많이

③ 보통 이상

④ 보통 이하

⑤ 보통보다 더 적게

11.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도 먹기가

겁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12. 뚱뚱해질 거라는 생각에 시달린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13. 먹고 난 후 의도적으로 구토를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일주일에 2회 내지 그 이상

② 일주일에 1회

③ 한 달에 2회 내지 3회

④ 한 달에 1회

⑤ 한달에 1회보다 더 적게 혹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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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음식을 많이 먹는다.

① 매우 자주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그럴 때도 있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15. 내 식사량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항상 그런 편이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16. 폭식을 한 직후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단기의

다이어트, 단식, 이뇨제, 설사약이나 변비약을 먹는 등의 방법을 쓴다.

① 전혀 하지 않는다/폭식을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할 때도 있다.

④ 자주 한다.

⑤ 거의 항상 한다.

17. 폭식을 할 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달콤하고 전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항상 그런 편이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폭식을 하지 않는다.

18. 대게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식사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은

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②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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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④ 훨씬 못하다.

⑤ 통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19. 나는 스스로 ‘충동적으로 먹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① 확실히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 나는 너무 많이 먹은 후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①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거의 항상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21. 살찌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과도한 운동이나 단기의 다이어트, 단식,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도하거나, 이뇨제나 설사약,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에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그럴 수도 있다.

④ 자주 그렇다.

⑤ 거의 항상 그렇다.

22. 구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당신에게는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전혀 어렵지 않다.

② 그렇다, 쉬운 방법이다.

③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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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식이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항상 그런 편이다.

③ 자주 그렇다.

④ 가끔 그렇다.

⑤ 거의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24.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속도로 먹습니까?

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먹는 편이다.

② 보통 사람들보다 꽤 빨리 먹는 편이다.

③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먹는 편이다.

④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로 먹는다.

⑤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25. 폭식을 한 직후 내 느낌은

① 너무 뚱뚱하고 부풀어서 참을 수 없는 정도다.

② 극도로 뚱뚱해진 느낌이다.

③ 뚱뚱하다는 느낌이다.

④ 약간 뚱뚱해진다는 느낌이다.

⑤ 내 몸이 어떻든 괜찮다고 느낀다/폭식을 하지 않는다.

26. 같은 성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먹을 것인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은

① 비슷하거나 더 낫다.

② 못한 편이다.

③ 못하다.

④ 아주 못하다.

⑤ 형편없다.

27.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폭식을 했습니까? (폭식: 한동안 다이어트나

절식을 하다가 통제할 수 없을만큼 마구 먹어대는 행동)

① 한달에 1회 혹은 하지 않음

② 한 달에 2회 내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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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주일에 1회.

④ 일주일에 2회.

⑤ 일주일에 3회 이상.

28.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 얼마나 뚱뚱해지는지를

보면 놀랄 것이다.

① 분명히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럴 것이다.

④ 그럴 수도 있다.

⑤ 그럴 리도 없고 나는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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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게 되면, 나는 흔히
흥분하고 기운이 넘친다. 1 2 3 4

2. 내가 무언가를 잘해 냈을 때, 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1 2 3 4

3.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보통 그
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곤 한다. 1 2 3 4

4. 나는 경기(게임)에서 이기면 보통 매우
흥분한다 1 2 3 4

5.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볼 기회를 갖게
되면, 나는 곧바로 흥분한다. 1 2 3 4

6.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보통 크게 흥분하게 된다. 1 2 3 4

7. 나는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8. 비판을 듣거나 꾸중을 듣게 되면 나는 마음이
많이 상한다. 1 2 3 4

9.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많이 근심하거나 마음 심란해한다. 1 2 3 4

10.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좀처럼 예민해지거나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11. 나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12.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13.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면, 나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다. 1 2 3 4

부록 6.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 (BAS/BIS)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자세히 읽고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솔

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응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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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가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나는 흔히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곤 한다. 1 2 3 4

15. 나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방식에 전력을 다한다. 1 2 3 4

16.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려 할 때, 나는 흔히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순 없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1 2 3 4

17. 나는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종종 할 것이다.

1 2 3 4

18. 나는 흥분과 새로움을 매우 좋아한다. 1 2 3 4

19. 새로운 일이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나는 언제나 그것을 시도한다. 1 2 3 4

20. 나는 보통 ‘기분파’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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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불법일까 두려워 뭔가 하는 것을 억제한

적이 종종 있습니까?
1 2 3 4

2. 돈을 얻을 것 같은 전망이 좋으면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도록 강한

동기를 유발시킵니까?

1 2 3 4

3. 무엇인가 구해보았자 얻어질지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예 그것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편입니까?

1 2 3 4

4. 학교, 직장에서 주변사람들이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길 가능성이 있으면 더 앞장서서

하게 됩니까?

1 2 3 4

5. 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1 2 3 4

6. 당신이 보기에 외모가 잘 생겨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까?
1 2 3 4

7.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거는 일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1 2 3 4

8. 어떤 약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약물을 취하겠습니까?
1 2 3 4

9. 당신은 어떤 사람 또는 조직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1 2 3 4

10.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까?
1 2 3 4

부록 7. 처벌보상민감성 척도 (SPSRQ)

아래의 질문들을 읽고 질문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면 ‘① 전혀

아니다’에,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다르다면 ‘② 아니다’에, 자신의 생

각과 어느 정도 같다면 ‘③ 그렇다’에, 자신의 생각과 매우 같다면 ‘④ 매

우 그렇다’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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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신은 어릴 때 학교나 집에서 받은 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곤 했습니까?
1 2 3 4

12. 당신은 파티나 사교 모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13. 어떤 과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과제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1 2 3 4

14. 좋은 이미지를 얻는 데 당신 시간의 많은

부분을 씁니까?
1 2 3 4

15.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쉽게 낙담하는

편입니까?
1 2 3 4

16. 당신은 당신에게 사람들이 항상 애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1 2 3 4

17. 당신은 수줍음을 타는 편입니까? 1 2 3 4

18. 당신이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가장 지적으로 혹은 가장 재미있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까?

1 2 3 4

19. 창피 당할까봐 두려워 가능한 한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를 피하는 편입니까?
1 2 3 4

20. 당신은 당신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보이면

사귀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편입니까?
1 2 3 4

21.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좋은 이야기

거리를 고르는 게 어렵습니까?
1 2 3 4

22. 어린 시절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를 했습니까?
1 2 3 4

23. 당신은 당신이 했던 일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종종 잠들기가 어렵습니까?
1 2 3 4

24.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까?
1 2 3 4

25. 당신은 식당에서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하기에 앞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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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당신은 보통 즉각적인 이익을 수반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1 2 3 4

27.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을

알아차렸을 때, 굳이 그 상점에 다시

돌려주러 가겠습니까?

1 2 3 4

28. 금지된 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1 2 3 4

29. 당신은 잘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편입니까?
1 2 3 4

30. 당신은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31. 당신은 종종 당신이 했던 말 또는 행동

때문에 걱정하는 편입니까?
1 2 3 4

32. 굉장히 즐거운 사건에 대해 맛이나 냄새를

떠올리는 것이 당신에게는 쉽습니까?
1 2 3 4

33. 상사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1 2 3 4

34. 당신에게 유쾌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나 감각이 많이 있습니까?
1 2 3 4

35. 보통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1 2 3 4

36. 당신은 슬럿머신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종종 어렵습니까?
1 2 3 4

37. 당신은 당신의 불안정감이나 두려움만

없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까?

1 2 3 4

38. 당신은 가끔 빠른 이득을 얻고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1 2 3 4

39. 당신 자신을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두려워하는 게 많은 편입니까?
1 2 3 4

40.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쉽게 주의가 산만해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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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당신은 어떤 일을 너무 걱정해서 머리 쓰는

일을 잘 못하게 될 정도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까?

1 2 3 4

42. 당신은 위험한 일도 마다 않을 정도로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1 2 3 4

43. 당신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비난

받을까 두려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1 2 3 4

44. 당신은 모든 활동에 경쟁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45. 일반적으로 당신은 유쾌한 일들보다는

위협이 되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1 2 3 4

46. 당신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 2 3 4

47. 창피 당하게 될까봐 무서워 뭘 못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까?
1 2 3 4

48. 당신은 다소 위험이 따를 수 있더라도

당신의 신체적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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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렇
지
않다

때때
로
그렇
지
않다

대략
반쯤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

다.
1 2 3 4 5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

다.
1 2 3 4 5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1 2 3 4 5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다.
1 2 3 4 5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1 2 3 4 5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

다.
1 2 3 4 5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

정을 알아차린다.
1 2 3 4 5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

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 2 3 4 5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

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1 2 3 4 5

13. 나는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

마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

하지 못한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

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
1 2 3 4 5

부록 8.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DERS)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 하나의

응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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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

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

정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믿는다.
1 2 3 4 5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

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

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1 2 3 4 5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

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

다.

1 2 3 4 5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

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

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

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

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1 2 3 4 5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

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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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

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

다.

1 2 3 4 5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

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라고 믿는다.

1 2 3 4 5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

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1 2 3 4 5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

중하게 이해한다.

1 2 3 4 5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

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3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

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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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음식노출 생활사건 질문지 (FELE)

다음은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맛있는 음식을 접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음식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7 은 거의 매일 접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1. TV나 동영상을 보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1 2 3 4 5 6 7

2. TV나 동영상을 보다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얼

마나 빈번합니까?

1 2 3 4 5 6 7

3. SNS를 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1 2 3 4 5 6 7

4.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사 때를 제외하고 누군가 주어서 혹은 주로 머무는 곳

에 비치되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 눈 앞에 있던 경험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1 2 3 4 5 6 7

5. 편의점, 베이커리 등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곳이 집, 학교, 직장 등 주

로 머무는 공간에서 얼마나 가기 쉬운 거리에 있습니까?

매우 멀다 <───────────────────────> 매우 가깝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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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Hedonic Hunger and

Behavioral Activation/Behavioral Inhibition System:

Mediation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Food-exposure Life Event

Jeongeu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edonic hunger is defined as the appetitive drive to eat to obtain

pleasure in the absence of physical hunger. Previously, restrained

eating for weight loss was deemed as the main cause of binge

eating. Recently, however, studies have found that a large proportion

of patients exhibited binge eating behavior that was not preceded by

restrained eating. Despite the evidence that suggests hedonic hunger

explains this type of binge eating, research investigating the

mechanism of hedonic hunger is limited. Thus, the present study

aimed to clarify the mechanism of hedonic hunger by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hedonic hunger and its relevant personality,

emotional and food-environmenta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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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udy Ⅰ, the Power of Food Scale(PFS: Lowe et al., 2009)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its psychometric properties were

evaluated. Fir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were performed using responses from 229

undergraduates students and 189 adult participants, respectively. The

results yielded three factors and each factor consisted of items that

were similar to original PFS. The Korean version of the PFS has

demonstrated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s

well as good construct validity, criterion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K-PF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eating, external eating, hunger, bulimia symptoms, and BMI.

Moreove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FS

explained abnormal eating behavior better than restrained eating does.

Study Ⅱ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hedonic hunger

with personality type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BAS)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BIS), based on Gray’s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Furthermore, a potential mediating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a moderating role of food exposure life events

between BAS/BIS and hedonic hunger were examined. Data collected

from 281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BAS/BIS accounted for significant variance in hedonic hunger, and

the indirect effect of BAS/BIS on hedonic hunger via emotion

dysregu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were

replicated with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scale(SPSRQ). In addition, the main effects of BAS and food



- 107 -

exposure life events on the hedonic hunger were significant, but the

moderation effect of food exposure life event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food photo exposure on SNS moderated significantly the

association between hedonic hunger and BAS, and the total scores of

food exposure life events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edonic

hunger and SR.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K-PFS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for assessing levels of hedonic hunger.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individuals with high sensitivity on both BAS and

BIS may be vulnerable to hedonic hunger because of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frequent exposure to food stimuli in daily

life may also lead to an increase in hedonic hunger.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Hedonic hunger, Behavioral activation

system/Behavioral Inhibition system. Emotion dysregulation,

Food-exposure lif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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