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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여중생의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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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중생 2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등 관련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이 아닌 경쟁모형 2가 최종모형

으로 검증되었다. 경쟁모형 2는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직접적인 경로와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모형으로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과 부정적 정서 자체는 직접적으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이다. 한편,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는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관계와 부정

적 정서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부정적 정서는 지각

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정서 관련 변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섭식태

도 형성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서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부정적 정서 조절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초점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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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2년 발간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체질량지수가 85% 미만

이지만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으로 인지하는 비율인 ‘신체 이미지 왜곡율’이 여학생의 경우

3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5%의 여학생은 최근 한 달 동안 체중 감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고, 그 중 20.1%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단식, 의사 처방 없이 살 빼는 약 

복용, 설사약/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등을 통해 체중 감소를 

시도하였다(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2013).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기 여학생의 과도한 

다이어트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역기능적인 다이어트가 섭식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역기능적인 다이어트를 지양하고 올바른 섭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적 개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섭식장애 고위험군으로서 청소년기 여학생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꾸준히 지속되어 다양한 관련 변인들이 검증되어 왔다(김기덕, 2007; 이은주,

2009; 임지영, 2009; 최호영, 이지연, 장진이, 2011).

섭식(eating)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행위로서 생존과 영양 섭취를 위해 

먹는 행위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결백을 표현하

기 위하여 섭식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김정욱, 2006). 섭식과 관련된 문제행동과 심리적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섭식태도, 섭식행동, 식이행동, 섭식장애, 식이장애 등 다양한 주제들

을 다루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섭식태도는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장애의 발현에 주요한 관련 

변인이 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이은진, 2002; 한오수, 유희정, 김창윤, 이철, 민병근, 박인호,

1991; 황미진, 2007; Striegel-Moore & Cachelin, 1999). 이들 연구들은 섭식장애의 발현 과정에서 

섭식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 한 개인의 섭식태도를 평가하고 섭식장애로의 발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섭식태도(eating attitude)는 섭식장애와 

연속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체중과 섭식에 대한 무관심 즉, 정상적인 섭식 태

도를 갖는 것에서부터 섭식 절제 태도, 폭식을 거쳐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이라

는 임상적 증후군에까지 이르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본다(Mintz & Betz, 1984).

기존의 섭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자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폭식행동과 거식행동 등 임상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섭식장애를 연구해 왔다(성미혜,

2005; 유완송, 2004; 최호영 외, 2011; 황란희, 신혜숙, 2000). 황미진(2007)은 연구대상자가 일반 

여성 집단일 경우 섭식장애보다는 연구 주제로 섭식태도가 더 적절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Striegel-Moore 등(1999)의 연구에서 섭식태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역기능적

인 섭식태도를 보일 경우 섭식장애의 여러 증상들을 경험하는 등 준 섭식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태도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지향을 말하는데, 개인의 심리적 과정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여중생의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매개효과  145

과 환경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오며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태도는 외적인 행

동으로부터 추론되지만 행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단지, 행동의 배후에 있으며 현재의 상황적 요

소와 결합함으로써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한편, 역기능적인 이상 섭식태도는 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졌는데(Park, 2001),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장희순, 2004; 최윤정, 2005)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인 

섭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남상인 외, 1993). 즉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신체상이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신체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상 섭식태도를 초래한다고 보았다(김은정, 2004). 따라서 오늘날 우

리사회와 같이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에서는 섭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 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섭식행동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인식되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이 주요 연구대상이었으나(손은정, 2010; 이상선, 2007; 장희순, 2004) 섭식태

도의 경우 좀더 이른 시기에 형성될 수 있고 예방적 개입 역시 더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중생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탐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가족응집력 등의 가족기능(Dinsmore

& Stormshak, 2003; Felker & Stivers, 1994), 가족관계(Lundholm & Waters, 1991), 가족 내 역기

능적인 의사소통 양식(Larson, 1991) 등이었는데, 보다 최근에는 세분화되어 부모자녀 관계(오수

정, 한유진, 2008; 황미진, 정혜정, 이은아, 2008; Ata, Ludden, & Lally, 2007), 모녀 관계(공성숙,

현명선, 200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오수정 외, 2008) 등이 탐색되었다. 공성숙 등(2008)은 특히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양육행동을 할 경우 나이에 적절한 역할과 행동

을 배우지 못한 채 독립이라는 발달과제에 직면하여 혼돈과 우울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섭식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행동 수준이 더 높았

다(Ata et al., 2007). 이 밖에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불안 등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한나, 이승연, 노경란, 2014), 그렇다면 부모가 양육 과정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인 인식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

동 역시 자녀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는 만큼(윤영옥, 2000),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이숙, 1988).

부모의 양육행동은 돌봄(warmth) 차원과 통제(control) 나뉠 수 있는데, 애정-적대/거부 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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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제라는 2개의 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Schaefer, 1959). 그 가운데에서도 통제 수준이 높은 

부모는 혹독한 규칙을 적용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arber &

Harmon, 2002; Petti,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통제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규칙과 요구들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신설하, 2005). 따라서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불안, 외로움, 우울 증상 등 자

녀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성을 가졌는데(도현심, 1996; 이민식, 1999; 이주희, 이춘재, 2003), 부모

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우울 증상이 적게 나타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였다. 이 경우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이은영, 2009; 최윤경, 이지연, 2011) 자기통제

(최윤경 외, 2011)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통제적 경향성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정서를 잘 다루지 못하여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경향을 가진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은 자녀로 하여금 정서를 표현할 경우 수용되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케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억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정윤성, 2003). 정서의 사회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므로 정서조절 능력을 획득

하는 데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은 이미 강조되어 왔는데(김성희, 2011),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

를 할수록 정서조절이 역기능적이었으며(김희영, 2010),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

는 능력이 부족해진다(노선애, 2012; 이정화, 2012).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

의 정서적 욕구를 좌절시켜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공격성을 나타내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주영경, 2010).

한편, 폭식 등 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부정적 정서 이론에서는 폭식 행동을 부정적 

정서 경험이 자기조절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로 보았는데(Leith &

Baumeister, 1996), 부정적 정서가 적절한 자기조절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보고

된 바 있다(소원현, 2000; 이상선, 2007; Greeno & Wing, 1994; Kirschenbaum, Tomarken, &

Humphrey, 1985; Louge, 1993). 이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견디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대처행동을 함으로써 정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서 이상 섭식행동을 한다는 것이다(조소현, 2004; 최호영 외, 2011). 즉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정

적 정서를 먹는 행동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인데, 앞서 기술하였듯이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부정적 정서를 다룰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부정적 정

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상 섭식행동에 의존하는 등 섭식에 대해 역기능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내외적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서 경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대신에 섭식 등의 행위

로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거나 실제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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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를 경험할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섭식에 대한 동기가 향상되었다(배하영, 2004; Macht, 1999).

부정적 정서의 경우 주관적 불편감을 동반하는 만큼 이후의 정서 경험 과정에서 더 통제하거

나 조절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는데(최호영 외, 2011),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역기능적인 섭식

행동 대신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부정적 정서가 폭식 등의 이상 섭식행동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이상선, 2007). 그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내면화 및 신체 불만족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 조절에 대한 기대가 부분매개 변인

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란 어떤 명백한 행동이나 인지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감시키거나 

긍정적인 상태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말하는 것으로 우울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하거나 우울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임상적 함의가 있는 개념으로 소개되었다(Doerfler & Richards, 1981;

Kirsh, 1985). 더 나아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정서적 고통 수준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변인

임이 주장되었는데(Kirsh, 1985),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개인의 정서 경

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태도 내지 행동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정윤성, 2003)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

는 능력이 부족하다면(노선애, 2012; 이정화, 2012)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켜 긍정적인 상태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감 즉,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이것이 역기

능적인 섭식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선(2007)은 폭식 행동에

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역할이 탐색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

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

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한 개인의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선행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형성에 대한 조기 개입이 긴요하다고 가정, 여고생이 

아닌 여중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를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는 올바른 섭식태도 함양을 위한 예방교육에서 초점화해

야 할 변인들과 각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주

제의 탐색을 위하여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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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동시에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를 통해서도 역기능적인 섭식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쟁모형으로는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역기

능적인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경쟁모형 1을 설정하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

적인 섭식태도 간의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모형 2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가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에 의하여 매개된다는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할 것이다.

2. 연구 모형은 경쟁 모형 1, 경쟁 모형 2에 비교하여 자료에 더 적합할 것이다.

3.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심할수록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 것이다.

4.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심할수록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수준이 낮을 것이다.

5.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심할수록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6.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7.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수준이 낮을 것이다.

8.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는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를 매개할 것이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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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여중생의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매개효과  149

부정적

정서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그림 2] 경쟁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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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쟁모형 2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 3학년 여학생 22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총 220부를 학급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하였고, 수거된 209부 

가운데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한 204명을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학년 100명(49%), 3학년 104명(5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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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섭식태도

섭식태도는 Garner와 Garfinkel(1979)이 제작한 섭식태도 검사(Eating Attitude Test)를 한오

수 등(1991)이 번안하고 26문항으로 개정한 식이태도 검사(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EAT-26)를 통해 측정하였다. 절식(13문항)’,‘음식에 대한 몰두(6문항)’, ‘섭식통제(7문항)’

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나는 먹은 후에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나는 내 삶이 

음식에 좌우된다는 느낌이 든다.’‘나는 배가 고파도 먹기를 꺼린다.’‘나는 식사량 조절을 잘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등 총 26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역

기능적인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 1982),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태도의 부정적인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연(2011) 연구

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절식 .86, 음식에 대한 몰두 .82, 섭식통제 .60, 전체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절식 .88, 음식에 대한 몰두 .74, 섭식통제 .72, 전체 .88로 나타났다.

2)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기초로 문경주와 오경자(2002)

가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Koeran version of Parental Bonding

Instrument: K-PBI)를 사용하였다. Parker 등(1979)과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2개의 요인 구조가 나타났지만, 문경주 등(2002)의 연구에서는 애정, 과

잉간섭, 자율성 존중 등 3개의 요인 구조를 보였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든지 간섭하려 하신

다.’‘나를 과잉보호하신다.’등 총 2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과 자율성 존중 척도는 역채점

하였고, 애정 부족(11문항), 과잉간섭(7문항), 통제적 태도(7문항)로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문

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

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문경주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0~.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애

정 부족 .85, 과잉간섭 .73, 통제적 태도 .84, 전체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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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Diener, Smith와 Fujita(1995)가 개발한 정서 경험의 강도와 시간 영향 조사

(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를 사용하여 측정였다. 기본적인 정서 6가지(사랑, 기

쁨, 공포, 분노, 수치감, 슬픔)를 선정하고 각 정서를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지난 한달 간 해당

하는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측정한다. 총 24문항으로 문항에 대한 점수는 7점 Likert

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 범위는 

24~168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선(2007)이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부정적 정서 

소척도 4개(공포, 분노, 수치감, 슬픔)만을 분석하였다. 이지원(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공포 .65, 분노 .78, 수치감 .69, 슬픔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공포 

.80, 분노 .79, 수치감 .71, 슬픔 .86, 전체 .91로 나타났다.

4)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Cantanzaro와 Mearns(1987, 1990)가 개발한 부정

적 정서 조절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 척도(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 NMR)를 이은정, 박수애와 이훈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기분이 나쁠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기분이 나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등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

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로 응답한다. 부정적인 15문항은 역코딩하여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정아(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8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우선 구성개념이 측정변인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

적 정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고,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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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의 절대 값에 따라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3개의 문항꾸

러미(item parcels)를 만들었다. 이는 모든 문항을 사용해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추정모수의 

수가 증가하여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

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수를 구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수 추

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Russel 등(1998)이 제안한 문항 묶기 방법을 채택

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선정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

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04)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 간에는 중간 수준의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r=.40, p<.01),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는 중간 수준의 부적상

관이 나타났다(r=-.40, p<.01).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

에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18, p<.01).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는 

중간 수준의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r=-.55, p<.01),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에는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r=.36, p<.01)이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와 역기능적인 섭식

태도 간에는 낮은 수준의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20, p<.01).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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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계수(n=2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5** 1 　 　 　 　 　 　 　 　

3 .72** .34** 1 　 　 　 　 　 　 　

4 .89** .58** .87** 1 　 　 　 　 　 　

5 .32** .23** .29** .36** 1 　 　 　 　 　

6 .26** .27** .18* .30** .44** 1 　 　 　 　

7 .26** .29** .25** .33** .62** .52** 1 　 　 　

8 .25** .29** .22** .32** .61** .54** .64** 1 　 　

9 .33** .33** .29** .40** .81** .74** .84** .87** 1 　 　

10 -.35** -.28** -.32** -.40** -.41** -.43** -.41** -.54** -.55** 1 　 　 　 　

11 .08 .15* .04 .11 .30** .21** .23** .23** .30** -.16* 1 　 　 　

12 .07 .21** -.01 .11 .18* .12 .13 .16* .18** -.12 .46** 1 　 　

13 .08 .26** .17* .19** .17* .19** .28** .23** .26** -.11 .15* .22** 1 　

14 .10 .25** .07 .18** .33** .25** .30** .29** .36** -.20** .89** .71** .48** 1

M 2.08 2.45 2.12 2.20 3.43 2.75 2.62 2.96 2.94 3.26 2.55 1.69 1.87 2.16

SD .71 .65 .71 .56 1.17 1.09 1.11 1.48 1.00 .62 .71 .70 .58 .51

첨도 .64 .80 -.54 -.53 -.40 -.47 -.28 -.65 -.61 .07 -.41 2.55 -.30 .00

왜도 .62 .62 .35 .36 .13 .49 .48 .49 .28 .03 -.03 1.31 .4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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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정 부족, 2. 과잉간섭, 3. 통제적 태도, 4.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5. 공포, 6. 분노, 7. 수치감, 8. 슬픔, 9. 부정적 정서 전체, 

10.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11. 절식, 12. 음식에 대한 몰두, 13. 섭식 통제, 14.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전체

2. 측정 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세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또한 CFI=.958, TLI=.935, RMSEA=.062(90% CI: .042-.081)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수용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모두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인 결과는 표 2, 표 3, 그림 4와 같다.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수준)

측정모형 105.06 59 .935 .958 .062(.042-.08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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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 모형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값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표준화계수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애정부족 1.00 　 　 .82

과잉간섭 .27 .05 5.05*** .38 

통제적 태도 .68 .08 8.66*** .87 

부정적 정서

공포 1.00 .75 

분노 .80 .09 8.75*** .65 

수치감 .99 .09 10.63*** .78 

슬픔 1.39 .13 11.09*** .83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NM1 1.00 .90 

NM2 1.07 .06 17.61*** .90 

NM3 .97 .07 14.78*** .81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절식 1.00 .73 

음식에 대한 몰두 .39 .09 4.29*** .63 

섭식 통제 .18 .06 3.59*** .3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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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1) 모형 비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35, CFI=.958로 수용 가능한 기준치 .9이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062 역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연구모형의 6개의 경로 

가운데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이르는 경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에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경쟁모형 1은 

TLI=.937, CFI=.959, RMSEA=.061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부정적 정서 조절 기

대에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쟁모형 2의 적합도는 χ 2=

118.39(df=40, N=204, p=.000), CFI= .947, TLI= .922, RMSEA= .068(90% 신뢰구간 .050-.086)을 보

여 양호한 수준이었고, 모든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의 

χ2 차이 검증 결과를 보더라도 자유도 2 차이가 날 때 Δχ2 =13.33으로 .05수준에서의 임계치 

5.99 보다 크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는 동일하지 않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

모형 2가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Model df  Δχ2 TLI CFI
RMSEA

(90% CI)

모형 1

(연구모형)
59 105.06 .935 .958

.062

(.042-.081)

모형 2

(경쟁모형 1)
60 105.25

.19

(Δdf=1)
.937 .959

.061

(.041-.080)

모형 3

(경쟁모형 2)
61 118.39

13.33

(Δdf=2)
.922 .947

.068

(.050-.086)

2)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 

최종 모형의 잠재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가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

동에 의해 설명되어 지는 양은 약 16.7%였고,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43.7%였다. 또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가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에 의해 설명되는 양은 약 

5.0%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5,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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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

-.22*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19**

-.56***

.41***

[그림 5] 최종 구조 모형 *p<.05, **p<.01 ***p<.001

<표 5>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 부정적 정서 .22 .05 4.78*** .41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18 .07 -2.61** -.19

부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93 .14 -6.69*** -.56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24 .10 -2.29* -.22

3)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 ᠊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정서로 

가는 직접경로(β=.41)와 부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로 가는 직접경로(β=.-.56)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로 가는 직접

경로(β=-.19)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로 가는 직접경로(β=-.22)는 중

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로 가

는 간접경로(β=-.22)와 부정적 정서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로 가는 간접경로(β=.12)는 중간 효

과크기를,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로 가는 간접경로(β=.09)는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Kline, 1998).

한편,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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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결과(홍세희, 2001; Baron & Kenny, 1986),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부정

적 정서 조절 기대로 가는 경로,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로 가

는 경로, 부정적 정서에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로 가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구체적

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총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

경 로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신뢰수준)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

→ 부정적 정서 .41*** .41***

→ <부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41*** -.19** -.22***

(-.33- .13)

→
<부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09**

.09**

(.03 - .19)

부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56*** -.56***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12** .12**

(.04 - .23)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
→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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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올바른 섭식태도 형성을 위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중생을 대상으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관련 변인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중생 2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살피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부정

적 정서 조절 기대 간에는 각각 중간 수준의 정적상관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한나 외, 2014), 부정적 정서를 다

룰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정윤성, 2003) 일맥상통하는 결

과이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한 반면, 이러

한 부정적 정서를 다룰 수 있다는 신념 등의 기대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의 기능적인 면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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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부모교육 등에서 이 주제를 적극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에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

관이 나타났다(r=.18). 섭식장애 등에 부모자녀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하나(오수정 외, 2008; 황미진 외, 2008; Ata et al., 2007)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장애와 모녀 관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공성숙 등(2002)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와 어머

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후 탐색 역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이 아닌 경쟁모형 2가 최종모

형으로 선정되었다. 경쟁모형 2는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경로와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적인 섭식태도 간의 경로가 삭제된 모형인데, 지각된 부모의 통제

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정서 자체는 직접적으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와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쳐 부모의 지지 수

준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Ata et

al., 2007), 섭식장애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도(조소현, 2004; 최호영 외,

2011)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부정적 정서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 조절에 

대한 기대가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이상선(2007)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부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섭식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접 변인의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초점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입 변인에 대한 탐색이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부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가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서 조절의 부적응성 혹은 결여가 정신병리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될 수 있음을(이지영, 권석

만, 2006) 보여 주는 것으로 정서 조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자체는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간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 및 중재변인들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선(2007)의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완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여중생과 대학생이라는 표본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

요한 만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중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섭식 태도 정립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건강한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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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를 통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차적 개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적 개입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를 통한 부정적 

정서 조절에 대한 기대 향상은 섭식태도에 대한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섭식행동에 대한 개입에서 인지행동적 접근 외에 정서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이 제기되었는데(최호영 외, 2011), 본 연구의 부정적 정서와 자신의 부정적 정서

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된 만큼 정서 관련 

변인들에 활발한 탐색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특정 지역의 여중생으로 연구 대상자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여고생과 여대생 등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검증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효과 분해 결과, 지각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역기능적

인 섭식태도에 대해 갖는 총효과 크기가 작았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인 섭식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좀더 근접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쟁모형 설정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과 섭식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

구들이 축적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두 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인들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

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련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과 섭식태

도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모형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Joreskog와 Sorbom(1989)에 의하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관찰변수의 수가 12개 미

만일 때는 적어도 200개, 12개 이상일 때는 1.5q(q+1)의 사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관찰변수

는 총 13개로 이론적으로 산출된 적정 사례수는 273이다. 이론적으로 산출된 사례수보다 적은 

샘플 사이즈는 표준오차를 증서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여 본 결과의 타당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섭식태도에 대한 명료한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섭식태도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신뢰롭게 측정해 낼 수 있는 척도 개발 연구가 후속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후 연구들은 올바른 섭식태도 형성을 위한 예방 혹은 상담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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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섭식 관련 연구가 임상증후군으로서의 섭식장애를 여고생 및 여대

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것과 달리 일반 여중생에게 보다 적합할 수 있는 역기능적

인 섭식태도 전반을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정서뿐 아니

라 부정적 정서 조절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 변인들이 역기능적인 섭식태도에 영향

을 미침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구체적인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라는 지칭이 무색치 않을 만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섭식장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올바른 섭식태도 정립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효과적인 예방 개입을 위해서는 일반 집단의 섭식태도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섭식태도의 정립은 가정 내 

부모와 학교만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스컴을 통한 사회문화적 가

치가 섭식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스컴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섭

식태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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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Dysfunctional Eating Attitude 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 and Expectancies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1)

Park, Mi-Ran*

Lee, Jee-Yon**

Jang, Jin-Y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a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n important

variables related with dysfunctionl eating attitude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rvey included 204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etropolitan area. Results of testing

the model showed that perceived parent control directly influenced on negative emotion and

expectancies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But perceived parent control and negative emotion

didn't directly influence on dysfunctionl eating attitude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testing of mediating effects indicated that expectancies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fully

mediated between perceived parent control and dysfunctionl eating attitude and between

negative emotion and dysfunctionl eating attitude. But negative emot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perceived parent control and expectancies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This results

implicated that the ability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and expectancies of negative emotion

regulation 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he dysfuctional

eating attitud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negative emotion regulation in

guidance and counseling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perceived parent control, dysfunctional eating attitude, negative emotion,

expectancies of neagtive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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