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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이
외모수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
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인애착 안
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검증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지를
확인하였다. 대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
였고, 자료 분석에는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며,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도 높아졌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이 높아지고, 외모수용이 높아졌다. 셋째, 직관적 섭식이 높을수록 외모수용
이 높아졌다.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은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애
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도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성별에 따라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ABSTRACT
The Effect of Secure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Intuitive Eating on
Appearance Appreciation
Kim Eun-A
Dep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self-esteem and intuitive
e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dult Attachment and Appearance
Appreciation. On the basis of extant literatu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ㄷㅌfects of Self-esteem and Intuitive e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dult Attachment and Appearance Appreciation. And confirm
i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 factors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A total of 391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s 22.0.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Secure Adult Attach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tuitive eating and Appearance Appreciation.
Second, Self-estee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uitive eating, and
Self-esteem affected positively Appearance Appreciation. Third, Intuitive
eating positively affected Appearance Appreciation.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indicated that the model fit the data well,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Adult Attachment and Intuitive eating was partially medi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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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e Self-esteem and Appearance
Apprecia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Intuitive eating. Whether the path
coefficients varied with gender in the final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in
the present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Finally,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 : Secure Adult Attachment, Appearance Appreciation,
Self-esteem, Intuitiv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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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필요성 및 목적
외모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정보로, 그 사람
의 성별, 나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예상 할 수 있는 정보원이
다. 외모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관념이 형성되면서 오늘날 외모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차 증대
되고 있다(신현옥, 천혜정, 2008). 정보화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소비문화의
발달은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외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이로
인해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가치의식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
보도 기사들을 살펴보면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취업, 연애, 타인의 도움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
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박광희, 유화숙, 2012) 2010년 부산일보에 따
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응답이 92.4%였다. 우리나
라의 경우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
의 외모를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모가 갖는 사회적 유용성
또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성, 유연재, 2007). 이렇게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날씬한 몸매와 잘 생기고 예쁜 외모를 지닌 연예인의 외모가
미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타인의 자신의 외
모에 대해 판단을 획일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외모 지상주의 풍
조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의 고민거리를 살펴보
면 첫 번째 성적(55.3%)에 이어 두 번째가 외모(16.6%)인데, 이 순위는 2012
년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변함이 없다. 또한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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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외모 만족도는 낮았다. 2011년 소년한국일보에 따르면 TV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초등학생 사이에서 연예인의 과도하게 마른 몸
매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그 식단을 이용한 다이어트 열풍까지 불고 있다. 심
지어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
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Smolak, 2004). 서울시가 2009 서울서베이(서
울시) 및 ‘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등을 분석해 발표한
'e-서울통계' 46호에 의하면 서울 중 고교생 중 여학생 54%는 외모를 위해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2007(48.5%)년 보다 6.1%가 더 늘
어난 수치이다. 또한 성형 수술에 동의하는 남학생들도 2007년 2009년 사이에
서 32.9%~42.5%로 9.6%증가했다(조선일보, 2011. 10. 14.). 하지만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수가 점차 늘어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성형수술 피해 신고는 2012년에 18건, 2013년에 51건, 2014년에, 8월 기준 56
건으로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뉴시스, 2014. 09. 20.). 사회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부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노푸른, 2014) 이러한 사회 풍토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지나친 다이어트, 자신만의 개성이나 자기정체성을 잃
는 것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신현옥, 천혜정, 2008) 각종 매체에서는 다
이어트 요법이나 날씬한 몸매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컨텐츠를 자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의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날씬함을 선호하며 부와 성공적 이미지로 바라보게 되었다. 뚱뚱
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에게 평가가 더 관대하며 우호적이고 날씬하면 상대
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김미
선, 2015).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풍조는 결과적으로 과체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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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뿐만 아니라 정상체중인 사람들도 체중을 감소시켜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고(김정내, 임성문, 2007) 이로 인해 과도한 체중
조절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상 섭식 행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Striegel-Moore & Cachelin, 2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 자료 중
섭식 장애에 대한 진료경향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의료 기관에서 섭식 장애로
진료 받은 인원은 13,002명으로 이 중 54.4%를 10~30대가 차지하였다. 특히
20~30대 여성 섭식 장애 진료 인원이 26.9%로 마른 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에서 섭식 장애 진료가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미
의 기준이 보통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상을 왜곡하여 지각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되어 신체 존중감이 낮아지고 대인불안, 섭식장
애 같은 심리적 장애와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이상선, 1993; 이임순,
1997).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며 외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인 안녕감, 사회적 활동과 같은 외
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김해란, 2012). 개인이 자신의 신체이미
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이렇게 신체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기능적
인 방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박소연, 2004). 국내 다른 연구(박수정, 손정락,
2002)에서도 신체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어 이를 뒷
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Stokes와 frederick-Recascino(2003)의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해 만족할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최
근 들어 자신의 외모를 좀 더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신체이
미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전은혜, 손은정, 2016). 대부분의 신체수용
연구들은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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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는 긍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있
다(Tylka, 2011). 신체수용이란 신체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을 의미하며
단순히 신체에 대한 만족의 느낌이 아니라 신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촉진시키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향하는 것
을 말한다(Homan & Tylka, 2014). 선행 연구에서도 신체불만족과 외모수용은
개념적으로 다르게 보았는데(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외모수
용은 개인이 가진 외모의 조건과 그에 따르는 태도 및 정서 등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재희, 2015). 최근에
연구자들은 외모수용을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라 인식하며, 외모수용이란 신체
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반영하고(Tylka, 2006)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신
체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신체의 기능을 수용하고 신체의 능력과 역량을 만족
하며 신체 불만족의 결여를 넘는 신체의 건강한 수용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한다(Homan & Tylka, 2014). 청소년기인 15세에서 24세
사이에 나타나는 외모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표현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신현옥, 천혜정, 2008)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건강 및 심리
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노푸름, 2014). 따라서 한 개인
이 외모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
적인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고 현재 외모수용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진다.
한편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경제
력, 외모콤플렉스, 외모에 대한 관심, 신체만족도 등 여러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S. (1999)
는 신체불만족의 발달과 이에 대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외모
에 대한 심리생물학적 위험요인, 심리적 변인, 부정적 비판, 가족이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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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식습관 모델링, 미디어의 이미지 및 메시지를 들기도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를 만들고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족, 친구, 미디어 등을
제시했다(Stice, 1998).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
만 모두가 신체불만족이나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체불만
족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계 사이에 다른 심리적인 변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하며(Blowers, Loxton, Grady-Flesser, Occhipinti & Daw, 2003), 이러
한 내적 변인 중 성인 애착은 신체불만족과의 상관이 있을 거라 연구되어 왔
고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성인 애착 중 하나인 성인애착 안정을 살펴보려 한다.
Bowlby(1969)는 애착이 특정한 인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인
간의 경향성이라 정의하였고, 초기의 애착 관계 경험이 이후의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제안하였다.
Ainsworth(1989)는 애착이란 생애 초기의 아이가 자신의 주 양육자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 결속으로 주 양육
자와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맺게 되는 유대 관계를 말하며 성장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게 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도 포함된다고 애착
을 정의했다(Ainsworth, 1989). 장연주(2007)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와 분리가 시작되고 사회생활, 단체 생활로 인해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
지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크게 변하고 성인 애착이라는 것이 등장하
며 부모와의 애착도 중요하지만 성인애착이 부모보다 연인, 친구, 동료 의 관
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애착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박소진(2006)은 내적작동모델에는 과거의 애착 관계 경험 뿐 아니라 현재 맺
고 있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 작용이 포함되므로 성인의 애착 연구를 할 때 부
모와의 관계보다 현재의 애착 유형과 애착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고 하였다. 김경희(2010)는 성인 애착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
의 주관적인 잠재성을 제공하는 하나 또는 몇몇 특정인에게 가까이 하며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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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 관계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 섭식장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애착의 유형과 자아존중감, 불안, 대인관
계, 우울, 분노 등과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결과들이 많았고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인애착 안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
다. 애착이 신체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akinley &
Randa, 2005). 국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
들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Sharpe, Killen, Bryson, Shisslak, Estes, Gray,
& Taylor, 1998) 부모에게서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차갑고 냉정함을 경험한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폭식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섭식과 체중문제를 포함한 사생활과
자율감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한다
고 보고되었다(Rorty, Yager, Rossotto, & Buckwalter, 2000). 또한
Perry(2008)등에 의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형성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결국 준 임상적인 섭식장애를
예측하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Perry, Silvera, Neilands, Rosenvinge, &
Hanssen, 2008). 다시 말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여대생은 성인
으로써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작동모델을 만들고 성
인 애착 불안을 덜 형성하며 외부 단서의 메시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래 혹은 또래 집단도 개인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래에 의한 외모관련 비난이 외모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Martz, & Bazzini, 2007). 친구들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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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신체불만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하였고,
체중과 관련된 친구들의 놀림이 청소년기 여성들의 전반적인 신체불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ttarin & Thompson, 1994). 애착은 결과 변
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긍정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결과 변
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매개효과가 있을 경우 애착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고, 많
은 매개변인들이 포함된 경우에도 애착의 영향력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Sroufe, Fleeso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 관련 내적 작동모
델이 가동되는 구체적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는 이론적 주장(Lewis, Feiring,
& Rosenthal, 2000)을 참고하여 애착이 외모수용에 미치는 과정에서 여러 매
개 변인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는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Culp & Beach, 1993),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성인애착 안정이 긍정적 외모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이 연결 통로가 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본 연구가 외모수용에 긍정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상담 심리 분야 뿐 아니라 심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연구되어온 변인이고(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며 자주 사용되는 개
념으로 흔히 자존감이라고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내적 성
장을 통해 형성 된다(Rosenberg, 1965).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감
은 다양한 여러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아존
중감은 대표적인 성격적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신체 이미지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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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고(이민주, 손은정, 2015) Secord와 Jourard(195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용모에 대한
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불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양난미, 2010).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았으며(박소연, 2004), 다른 연구에서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심리
정서적 요인으로 높은 우울, 불안, 불안정한 정서 상태, 낮은 자아존중감, 좌절
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설명하였다(Clark, Parr, & Castelli, 1988). 국내 다른
연구에서(최유영과 손정락, 2011)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 결과,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진 여대생들의 신체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은 외모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
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 또한 외모 수용과 같
은 맥락에서 대부분 부적응적 섭식인 섭식 행동, 이상 섭식 장애, 섭식 장애에
대한 것들이다. 최근 이러한 부적응적 섭식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이 대두되고 있다. 긍정 심리학적인 최근의 경향은 적응적
인 형태의 섭식과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것의 상관이 증가되고 있으며 적응적
섭식은 이러한 하나의 접근으로 부적응적인 섭식 패턴의 건강한 대안적 접근
으로 나타나고 있다(Tylka, 2011). 섭식 장애 관련 연구에서(Tylka & Subich,
2004) 적응적 섭식을 대체로 섭식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렇지
만 적응적 섭식은 임상적으로 섭식 장애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Tylka, Wilcox, 2006). 선행연구에서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적응적인 섭식의 한 형태로 연구 되고 있다(Tylka, Wilcox, 2006).
그러나 현재까지 적응적인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긍정적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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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Tylka, 2006). 직관적 섭
식은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을 음식 그 자체로 보고, 섭식 행동을 할 때 인위
적인 제한이나 무절제한 음식 섭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ylka(2006)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섭식 행동으로 정서적 단서보다 상황적 단서나 신체적 허기와 포만감의
단서로 섭식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섭식자를 직관적 섭식자라고 부르
는데, 직관적 섭식은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점점 인기가 늘고 있다(Gast,
Hawks, 2000). 외모수용과 직관적 섭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루
어져왔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불만족은 섭식문제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체불만족이 섭식문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이거나(Fabian, Thompson, 1989),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동안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에 관한 선행연구
들이 있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성의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증상을 밝혀
왔지만(Hund, Espelage, 2005; Tylka, Subich, 2004) 섭식 장애는 생리적, 심리
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
고(Thompson, Stice, 2001)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
하다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도 적용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의 외모수용과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시급
해 보인다. 외모수용과 관련이 있는 신체만족도는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
체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가까울수록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불일치할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
(Furnham, Badmin, & Sneade, 2002). 하지만 이상적 신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인이 높게 평가하는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거나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다(Lennon, Lillethun, & B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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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따라서 개인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신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Must, Dallal, & Dietz, 1991)는 자기 보고식에 의한 신장
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Kg/m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Tompson, Coovert,
Richards, John-son, & Cattarin, 1995). 정은석(2016)은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을 것이며 이는 외모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외모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은 자신의 신체에 대
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유생열, 2011) 여고생과 여대생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한근희,
2008). 국외 연구에서도 비만인 여학생은 비만이 아닌 여학생과 비교할 때 자
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Moore, 1993). 외모수
용에도 신체질량지수(BMI)와 관련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신체질량지수
(BMI)가 낮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며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낮아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Tylka et al.,(2015) 연구에 의하면 직관
적 섭식은 신체질량지수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연한 조절(Flexible control)
섭식을 적응적 섭식이라고 설명하는 다른 연구가 있었으나(Tylka, Calogero,
& Daníelsdóttir, 2015), 직관적 섭식과 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유연한 조절(Flexible control)섭식 신체질량지수(BMI)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적 섭식과 신체질량지수(BMI)가 보이는 부적상관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관적 섭식을 할수록 신체질량
지수(BMI)는 낮아지며 신체질량지수(BMI)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외
모를 수용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Avalos & Tylka(2006)에 의하
면 직관적으로 식사하는 경향은 타고난 것이라고 제안되어 왔기 때문에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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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섭식을 외모수용을 예측하는 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 설정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섭식행동과 외모 관련 변인
에서 성차가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그 의미를 더 해줄 것이라 예
측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비해 외모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더 강한 편이다(양애경, 2013). 여대생들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제시된 과
도하게 마른 모습과 날씬한 몸매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가치를 두고 있고,
자신이 정상체중임에도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며 본인을 실제보다 더 뚱뚱한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남·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체매력,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대해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
의 신체적 외모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상
지각과 자기만족도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부정
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이계원, 1994).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으며(장선철, 송미현, 2004) 대부분의 실증
적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구
자명, 이명희, 1994).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족들이 외형에 대한 핀잔을
주는 것, 다이어트를 장려하는 것, 체중이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있는 것 등이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Stice, Schupak-Neuberg, Shaw, & Stein, 1994) 여성이 남성보다 섭식 장애
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elker, Stiver, 1994). 심정은과 고애란
(1997)은 기존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찰 대상
으로서의 자신을 더 생각하며, 자신의 정서, 기분, 감정 등의 내적 사고에 관
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내재화된 신체에 대한 만족
도는 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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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성의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배경에 의한 것
이다. 이렇게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매력을 위해 애를 쓰도록 더 많은 사회
문화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Stice et al., 1994) 자기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
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eingold & Mazzella, 1998).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여전
히 애착의 질이 높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하거나 근접성 추구가 줄
어드는 추세를 보여 여학생에 비해 분리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에서의 성차에서도 여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이점수, 김정민, 2005). 더욱이 남성은 대인관계보
다는 개인적 성취를 지향하는 반면,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타
인들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는 이론적 배
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남
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성차에 기초한 개
별적인 개입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수용을 예
측할 수 있는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변인으로 하여 외모
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
해서 그림 1, 2, 3에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애착 안정이 외모수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변인에 영향을 끼쳐 결과 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연구 모형에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을 영향을 주는 경로로 포
함시킴으로써 연구 구조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성인애착 안정이 외모수용에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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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성인애착 안정, 자아 존중감, 적
응적 섭식, 외모 수용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외모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은 각 변인 간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
식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성인애착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과가 직관적 섭식은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성인애착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 문제 3. 본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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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애착
1.애착의 개념
1) 애착의 정의 및 특성
생애 초기의 아이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기 위하
여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울기, 빨기, 미소 짓기, 매달리기 등의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자가 보여주는 반응과 아이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애착이 형성된다. 즉, 애착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정서적 유
대감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이다(bowlby, 1973). Bowlby(1969/1982)는
애착이 진화론적 필요성에 근거한 생리적 필요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했
다. 즉, 양육자(들)와의 애착관계는 신체적·정서적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이라
는 것이다. 애착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유아는 양육자에게 반드시 적응해야
하고, 애착의 유대를 위협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방어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임
정선(2007)은 애착의 동물행동학적 모형에 따르면, 애착은 근접과 접촉을 추구
하는 경향성으로 아이는 내적·외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
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방식으로 애착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에게 접근하려
는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양육자가 아이의 생리적·심
리적 욕구와 관련된 신호에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할 경우 아이가 겪는 고통
은 완화되고 불쾌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생기게 되면서 안정
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88). 그러나 양육자가 민감하지 못하거
나 비일관적 반응할 경우 아이는 양육자의 반응에 불안해하며 과도하게 집착
하거나 아예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차단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Wa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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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간은 이러한 애착 관계를 통해 심리적 표상을 갖게 되고 이는 이후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반응과 상황을 예상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틀이 되어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iesler, 1997). Ainsworth
는 Bowlby의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로 애착이라는 개념이 진화에 있어서 절대
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독자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녀뿐 아니라 다
른 학자들은 애착이란 생애 초기의 아이가 자신의 주 양육자와 가까이 있음으
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 결속으로 주 양육자와 반
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맺게 되는 유대 관계를 말하며 성장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게 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도 포함된다고 애착을 정의
했다(Alessandri & Lewis, 1993; Bowlby, 1969).
Bowlby(1973)는 초기의 애착 관계 경험이 이후의 애착 관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제안하였다. 김용희(2012)에
의하면 어릴 적의 경험은 정서적·인지적으로 내면화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표
상체계를 형성하고 개인마다 애착 양식을 내적작동모델로 적용한다고 한다.
내적 작동모델은 아이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의식적·무의식적으
로 형성하는 정신적 표상이다(Bretherton, 1985).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하
는 자기와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표상이라 할 수 있고(이시은, 이재창, 2005)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대나 신념도 포함된다. 유경자(2005)는 애착 대상이 자
신의 요구에 어떠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애착 대상에 대해 긍정
적·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내적작동
모델의 핵심요소는 누가 자신의 애착 대상인지, 또 어디서 그들을 찾을 수 있
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자신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의 핵심요소
는 자기가 애착 대상의 눈에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
이다. 이런 보완적 모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은 자신의 애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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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 그 애착 대상이 원하는 반응을 얼마나 보여
줄 것인지 예측한다. 우리는 내적작동모델에 기초해서 새로운 환경의 자극을
지각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구
성해나간다(Bowlby, 1973).
또한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에 따르면 아이의 의미 있고 중요한 타인에 대한
애착 욕구 반응이 어떤 식으로 발달될지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애착 유형이
부모뿐만 아니라 친밀한 타인, 나아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적
용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장휘숙(1997)은 애착의 초기 연구에서는 아이와
양육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주로 보았으나, 이러한 애착 관계는 자신 뿐 아니
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원형으로 작
용하며 최근에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타인과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그
개념이 넓혀졌다고 설명했다. Main, George & Kaplan(1985)는 내적작동모델
이 애착과 관련있는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러한 접근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라고 정의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
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데 사용하는
틀이 될 수 있고 이는 성인기의 대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최해
림, 조영주, 2001). Bowlby(1980)는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의 틀은 새롭게 형성
하게 되는 다른 대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은 평생에 걸쳐 나타나
는 일관적이지만 유동적인 애착 유형의 연속적인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Main, George, & Kaplan, 1985). 내적작동모델이 발달 초기뿐 아니라 이후
개인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여
하며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서도 축적된다고 주장들이 있다. 그 동안 개인의 애착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고(Lopez & Gormley, 2002)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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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이후에 양육자 태도의 변화가 있거나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 친한 친
구와의 다른 경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
형이 성장에 다르게 변화 되어 발달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 Bowlby(1988)는 애착이 역동적이어서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극적인 경험이나 충격
적인 사건으로 인해 재조직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 보여 진다. 즉, 내적 표상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만 반면
역동적인 속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은 처음 형성된 이후 내적작동모
델이라는 기제로서 작용하지만 변화 또한 가능하며 장휘숙(2000)은 Bowlby가
작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애착의 역동적인 속성과 변화 가능하다는 의
미를 강조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애착의 유형
Bowlby의 생각을 확충해주면서 애착 개념의 진화에 기여를 하고, 선천적이
며 생물학적인 애착 체계로부터 실제로 영향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
견한 Ainsworth이다. 그녀는 ‘낮선 상황 실험’으로 아이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
고 애착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Bowlby가 애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Ainsworth는 애착 측정의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애착
연구의 핵심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진미경, 유미숙, 2005). Ainsworth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애착 연구가 내적작동모델이라는 정신적 지도
나 표상으로 형성되는 아이가 양육자에게 갖는 기대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Ainsworth(1978)은 낮선 상황 실험은 주 양육자인
엄마와 아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애착의 질적인 특성에서의 개인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낯
선 상황 실험에 아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삼고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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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작동시킨다는 가정 하에 근접성 축구, 접촉 유지, 회피 행동, 저항
행동의 4가지 행동 척도를 기준으로 안정 애착, 불안정-회피, 불안정-양가형
으로 분류하진미경, 유미숙, 2005). 평가 방법은 짧은 시간동안 주 양육자인
엄마와 분리된 아이가 다시 엄마와 재회하게 되었을 때의 행동을 측정하며 이
때 나타나는 아이의 재회 반응은 단순히 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애착 상
태가 반영된 반응인 것이다(Marrone, 1998). 애착 관계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고 외부 환경을 탐험할 수 있는 안전 기지를 제공 한다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안정 애착의 유아는 분리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엄마가 돌아와 다시 만나면 거의 바로 안심하며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이들은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어 주위를 탐색
하고 계속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덜 어려워한다. 회피형 애착은 엄마가 떠나서 다시 돌아오든지 돌아오
지 않든지 태연한 가운데 끊임없이 주위를 탐험하기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침착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엄마와 분
리되는 동안의 심장 박동률은 상승하였지만 그 수준은 안정된 아이들과 같았
다. 그러나 낯선 상황 절차 이전과 이후에 측정한 아이의 코티솔은 안정된 유
아에 비하여 유의미한 증가량을 보였다(Spangler, Grossmann, 1993). 양가형
의 애착은 분노하는 아이와 수동적인 아이인데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에 너무 집착해서 주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없었고, 또한 엄마가 자리에서 벗어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양가형의
아이는 엄마를 다시 만나도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이 줄지 않고, 엄마 행방에
집착하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엄마와 함께 있어도 마치 엄
마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엄마를 계속 찾는 것처럼 보인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회피형과 양가형 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자신을 무
능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느끼며 주위를 탐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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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낀다(Ainsworth, 1989).
발달 초기의 아이가 표현하는 정서를 양육자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보이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엄마는 민감성을 가지고 아
이의 정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한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엄
마는 정서 표현 수준이 낮거나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 같은 부정적 정서나 애
착 행동을 실제 아이가 느끼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의 애착 유형 형성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양육자가 민감
하게 반응해주었거나 또는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었던 양육자의 의사소통에서
도 비롯되며(Steiger, Gauvin, Jabalpurwala, Séguin, & Stotland, 1999) 이렇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이후의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2. 성인애착의 개념
1)성인애착의 정의 및 특성
Erikson(1959)에 따르면 성인 초기인 대학생의 시기의 발달과업은 친밀성 획
득으로 부모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 친구나 연인과 같은 동료로부터 친
밀성을 얻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심리
적 독립심을 키우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동료와의 애착을 형성해간다(선상화,
2009). 장연주(2007)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와 분리가 시작되고
사회생활, 단체 생활로 인해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
계 형성이 크게 변하고 성인 애착이라는 것이 등장하며 부모와의 애착도 중요
하지만 성인애착이 부모보다 친구, 연인, 동료 등의 관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인 애착이란 발달 초기에 형성된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면화된 것으로 사회적 상호적
인 관계에서 신체적·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대상에게 그와 비
슷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까이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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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말한다(장연주, 2007). 성인 애착은 최소한 부모
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우정, 이성 관계와 같이 편안함, 안정감, 사
랑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는 개인적 성
격 특성이다(Corcoran, & Mallinckrodt, 2000).
Ainsworth(1989)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된다고
봤으며, 부모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과 내적 표상은 성인기에 맺게 되는 친밀
한 관계에도 작용되며,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Ainsworth, 1982).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인 애착 연구들은 애착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 성인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가정 하였다(Ainsworth, 1989). Hazan과 Shaver(1987)는 발달 초기의 주 양육
자인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이 이후 성인기에 맺게 되는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Collins와 Read(1990)도 성인 애착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최초 형성되었고 애착이 부모 이외의 친밀한 관계나 일
반적인 사회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또 Bretherton(1985)은 아이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유형
의 분포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러한 초기 애착 연구는 발달
초기의 애착 유형 및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애착의 유형 및 애착의 질이 잘
변화하지 않으며 일생 동안에 지속된다는 입장 이었다(김지연, 1998). 이렇듯
대부분 발달 초기의 애착 유형에 따라 성인 애착의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lins & Read, 1990). 성인애착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큰 관
심의 대상이 된 것은 발달 초기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
인 영향을 주는 어떤 정서적 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Kirkpatrick과
Hazan(1994)의 성인 애착 변화에 관한 4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
상자들의 70%가 동일한 애착유형에 해당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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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유형이 관계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달라질 수 있고 고
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정옥분 외(2009)에 따르면 성인 애착은 발달 초기의
주 양육자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와는 다르게 상호작용적인 것이다. 또한 성인
애착이 초기의 애착과 다른 점이 있는데, 성인 애착이 발달 초기의 애착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정옥분 외, 2009). 성장하면서 부모
이외의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제
시되었고 성인애착 개념을 처음 제안한 Hazan과 Shaver(1987) 역시 주 양육
자와 아이의 발달 초기의 애착은 청소년기 이후 친밀한 친구 애착으로 전환되
며, 후기 청소년기에는 성인 애착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시기는 부
모와의 애착보다는 친구, 연인, 동료와의 성인 애착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시
기라 하였고(김수임, 강민철, 김영근, 2011), 조영주와 최해림(2001)도 성인기가
되면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다양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자들은 성인의 대인 관계를 이해할 때 발달 초기의 애착
유형을 확인하는 경향이 많은데 Britton & Fuendeling(2005)는 현재의 친구,
이성 관계, 또는 친밀한 타인과의 애착 패턴과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성인 애착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지만 그 동안 애착
연구가 주로 발달 초기의 애착에 집중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성인 애착에 관
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초기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성인애착의 유형
Hazen과 Shaver(1987)는 성인 애착에 관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정옥분 등(2009)의 성인 애착 유형의 분류 중 범주 모형에 속한다.
Hazen과 Shaver(1987)는 Ainsworth(1978)의 의해 개발된 ‘낮선 상황’ 실험에
서 확인된 애착 유형 이론을 토대로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안정형
- 21 -

애착, 회피형 애착, 양가형 애착의 세 가지의 성인 애착 유형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인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전 가족과의 경험 및 연인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성인기 대인관계의 애착 이론을 적용하고 대인
관계경험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려 하였다.
안정형 애착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과 타인 사이의 적절한 경계에
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을 비교적 쉽게 사귀는 편이며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 회피형 애착인 사람
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며 타인을 신뢰하거나 의
지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마지막으로 양가형 애착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싶어 하거나, 자신
의 기대만큼 가까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으로부
터 버려지는 것에 매우 민감해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성인 애착 유형을 사용한 Bartholomew와 Horowits(1991)의 연구 결
과에서 성인 집단의 경우 행복감, 우정,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안정형 애착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회피형 애착과 양가 형 애착 집단 간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의 집단에서는 안정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eeny와 Noller(1990)는 회피형 애착
이 안정형 애착에 비하여 좀 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지만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회피형 애착과 안정형 애착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azen과 Shaver(1987)의 성인 애착 척도에서 세 가지 범주의 불일치하는
결과로, Bartholomew와 Horowits(1991)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을 체계
화 하여 자기 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네 가지 범주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성인 애착은 안정형(secure), 의존형(preoccupied), 두려움형
(fearful), 거부형(Dismissing)의 네 가지 애착 양식을 있다. 안정형(자기 긍정- 22 -

타인긍정) 애착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기 존중감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안정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행
복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거부형(자기긍정-타인부정) 애착은 타인에 대한 부
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긍정
적인 표상을 갖는데 이는 관계로부터 비롯된 자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에서의
성취로 인해 형성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
며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
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공포감을 느끼며 정서적인 동요나 질투를 드러내
는 특징이 있고 타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대적이고 차갑다. 의존형(자기부정
-타인긍정) 유형은 중요한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타인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타인을 이상화하려는 경향
이 높고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과도
하게 밀착하려 하고 심각한 정서 변화와 질투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마
지막으로 두려움형(자기부정-타인부정) 유형은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
인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부족하고 내향적인 특징이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
치가 없다고 느끼며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원하는 만큼 가까
워지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타인과 가까
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며 신뢰하지 못한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특징이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s(1991)의 안정형, 두려움형, 의존형, 애착 유형은 Hazen과
Shaver(1987)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양가 애착 유형과 개념적으로 일치하며
거부형은 Main과 Goldwyn(1985)의 거부형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Collins와 Read(1990)는 Hazen과 Shaver(1987)의 진술문을 기초로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가지 차원의 성인 애착 척도를 만들어 애착 유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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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Collins와 Read(1990)는 애착을 유형 별로 파악하기보다는 모든 유
형에 공통적으로 기능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의
존형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불안형은 타인에게 사랑받
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너무 가
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안해한다. 친밀형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다가가며 가
까워지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세 가지 하위차원은 어떤 차원이 우세
한지에 따라 안정적인 애착인지 또는 불안정적인 애착인지를 평가할 수 있고,
의존과 친밀 차원을 하나의 안정된 애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안정애착 유형
을 갖는 사람들은 의존과 친밀감이 높고 낮은 불안감을 갖는 피험자들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친밀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으며
버림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박은경, 1992).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가 높은 개인은 친밀감과 상호의존 편안함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Anderson, Elklit,& Vase, 2011). 최근에 성인 애착을 연구할 때
목적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애착 유형의 이론을 적용하며 다양하
게 활용하고 있다. 외국 보고된 애착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Kobak과
Sceery(1988)은 안정 애착 유형이 53%, 회피 애착 유형이 32%, 불안/양가 애
착유형을 15%로 보고하였으며, Feeney & Noller(1990)는 각각 55%, 30%,
15%로 보고하였다. 국내 박은경(1992)의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 유형이 각각
45.5%, 27.5%, 27%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안정 애착 유형이 가장 많은 분
포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안정 애착 유형을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의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
수만을 사용하여 성인애착 안정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3) 애착과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간의 관계
현재까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만 많은 연구가 되어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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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주로 긍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신체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해 다루어왔다(김
시연, 서영석, 2012). 하지만 여러 다른 사회적문화적이고 환경적 영향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수용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
측된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외모만족도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애경(2013)연구에
서 부와 모의 자녀의 외모에 대한 존중은 자녀의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외모에 대한 지지
와 의견 존중이 자녀의 외모만족도와 신체존중감을 높이므로 신체이미지 형성
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자신의 외모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 외모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자녀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고, 자녀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부모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Schwartz, Phares, Tantleff-Dunn, & Thompson, 1999). 또한 다른 연구에서
(방지연, 정남운, 2012)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신체만족도를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준선(2006)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외
모만족도가 낮은 학생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
한다고 하였다. 또래 혹은 또래집단도 개인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또래에 의한 신체나 외모 관련 비난이 신체에 대한 인식의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Marts, & Bazzini, 2007). 또한 사
회적 지지와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수용, 객체화된 신체 인식에 저항하는 것, 신
체수용과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나타냈다(Wood-Barcalow, Tylka, &
Augustus-Horvath, 2010). 기존 연구에서는 친구들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신체불만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하였고, 체중과 관련된
친구들의 놀림이 청소년기 여성의 전반적인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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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였다(Cattarin, Thompson, 1994).
성인 애착이란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의 주관적 잠재성을 제공하는
하나 혹은 몇몇 특정인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희, 2010). 그러나 이러한
애착 관계의 질이 한 개인의 심리적 발달 뿐 아니라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끼
친다는 연구가 밝혀졌지만 국내의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성인 애착의 유형
과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불안, 대인관계 등과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결과들
이 많았지만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인애착 안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국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에게서 따뜻하
고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차갑고 냉정함을 경험한 아
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애착이 신체만족도와 상관이 있다
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McKinley, & Randa, 2005). 반대로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과 섭식 장애 위험성이 증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harpe et al., 1998). 또한
Perry(2008)등에 의하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형성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결국 준 임상적인 섭식장애를
예측하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여대생은 성인으로써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모
델을 형성하고 성인 애착 불안을 덜 형성하며 미디어와 같은 외부 단서의 메
시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여러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경(1992)은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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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1967)은 효과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자아존중감이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Coopersmith(1981), Rosenberg(1965)는 사회 계층, 출생순위, 부모 관
심, 종교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중에서 부모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부모 긍정적
인 애착 관계가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었다(정정숙, 1994).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부모를 지지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안정형 애착의 특성들은 자아존
중감 발달과 심리적 능력 발달에 중요하다(Kenny & Hart, 1992). Rice와
Lopez(2004)의 연구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긍정
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요소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
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기표현을 잘하고 동료와 관
계도 원만하고 수줍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enny & Donaldson, 1991).
이렇게 한 개인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배우고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간다(Sroufe& Fleeson,
1986). 안정 애착인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애착 대상에게 가치로우며 다른
사람들이 지지적이라는 기대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유능감, 자기
수용에 대한 개인적이 판단이라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기지를 제공받는다고 하였고 애착관계가
자아존중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애착의 실패는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애착 연구에서도 애착은 많은 정신 병리의 발달과 유지,
그리고 재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져 왔다. 김은정(2004)
은 섭식 장애와 관련된 요인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개인과 가족,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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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상 섭식 행동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밝혀졌는데(Tylka & Subich, 2004), 정영선(2005)은 섭식장애가 표면적으
로 개인적 장애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발생
되고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다. 지금까지 부모 애
착과 섭식 태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여대생의 식사
행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더 정상적이었고 불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문제 행동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고(이지향, 2006), 대인 불안이 높을수록 여대생의 식사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은 섭식 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섭식 장애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부각되어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모 애착은 이상 섭식 행동 간
에 연구에서 두 변인의 상관이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4). 최근
이현정과 이승연(2016)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형 애착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불안정형 애착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과 정정 상관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이
적으며(Brennan & Shaver, 1995), 불안정 애착이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정, 2004)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수용, 객체화된 신체 인식에 저항하는 것, 직관적 섭식은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나타냈다(Wood-Barcalow, Tylka, &
Augustus-Horvath, 2010). 김경희(2010)의 연구에서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을수
록 미디어가 전하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의 내면화 성향이 높아짐이 밝혀졌고
이는 성인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현사회가 전하는 날씬한 것이 매력적이고 미
의 기준이라는 것을 더 쉽게 내면화 하여 섭식 태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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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모델을 형성하기 때문에 섭식 행동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미선, 2015). 섭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애착의 영
향의 중요성이 언급되어졌지만 실제 임상장면에서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섭
식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왔으므로(Wernicke, Rosenblatt, Rasca,
Parhar, Christos, Fischer, & Nori, 2009)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안정을 대
상으로 직관적 섭식관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2. 자아존중감

1)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상담 심리 분야 뿐 아니라 심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연구되어온 변인으로(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며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며
(Blascovich & Tomaka, 1991) 자존감이라고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
한 긍정적·부정적인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이며
자신의 내적 성장을 통해 형성 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란 일반적
으로 자기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Rosenberg(1965)는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높은 유능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
족한 부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김희화(1998)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거부, 자기 불만족, 자기 비난으로 설명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서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Elkind & Winer(1978). 자아존중감의
구성 요소를 가치감, 능력감, 소속감이라 보며, 능력감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
를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며 소속감은 한 집단의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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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수용 받고 인정을 받을 때 형성되는 것
으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능동적이고 미래에 대
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
기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우호적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 대해 더 공감적이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는다(박성
호, 장문영, 2014). 정원식(1983)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
정적이고 자신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생
기든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최정아
(1997)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
인에 보다 기능적으로 대응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 자원들을 높게 지각하고 문제 상
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용한
지지 자원들의 주관적 지각이 낮으므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더 어려움
을 느끼고 비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서윤경, 2003). Maslow(1974)는 자아존중
감을 외적 자아존중감과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외적 자아
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자아존중감
으로 존경, 평판, 위신, 명성, 사회적인 성공 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
다. 반면 내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높게 평가함으로서 형성되
는 자아존중감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절
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 긍정적인 내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타인
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자기 경험과 이를 바탕으
로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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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박성호, 장문영, 2014).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성취 경험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반영된 자기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Rosengerg, 1965).
2)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간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여러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아존중감은 대표적인 성격적 요인으
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신체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고(이
민주, 2015) Jourard와 Secord(195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
아존중감과 신체용모에 대한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김영신, 양난미,
2010) Tylka & Sabik(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불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낮았
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박소연,
2004), 또 다른 연구에서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심리 정서적 요인으로 높은 우
울, 불안, 불안정한 정서 상태, 낮은 자아존중감,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설명하였다(Clark, Parr, & Castelli, 1988). 또 다른 연구(최유영과 손정락,
2011) 에서는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 결과, 부정적인 신체이미
지를 가진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은 외모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만아 및 비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에서 비만이거나 체중
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신철, 1991) 비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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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정상 여학생보다 우울 경향이 높고 사회적 불안이 높으며 자아존중감
이 낮았다.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olivy & Herman, 2002) 정상 집단과 섭
식 장애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Katzman &
Wolchik, 1984). Phan & Tylka(2006)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이상섭식 행동 간
을 매개 효과를 밝혔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학생들은 5년 후 섭식 장애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tton, Sonugabarke, Davies, &
Thompson, 1996). 김영신, 양난미(2010)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섭식 행동이 줄어 자아존중감을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이라
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적 섭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소연, 김순이, 양경미, 2010).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
록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 삶의 만족도 높아졌으며(Avalos & Tylka,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은 섭식 행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측 변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직관적 섭식

1) 섭식 행동
섭식 행동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음식을 섭취함으
로써 신체를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국어대사전, 1995) 음
식을 먹는 행동인 섭식 행동은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
하고, 먹는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행동이다(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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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00). 인간의 섭식 행동은 매우 복잡하여 여러 요인들과 관계되어 있다.
김문실과 김숙영(1997)은 포만감과 허기감의 조절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많은
생리적 물질들에 관한 연구만으로 인간의 섭식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고 개인
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섭식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섭식 태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사회적으로 형성된 식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섭식 태도는 연령, 가족 구성원의 형태, 사는 곳, 직업, 사회
적 위치, 교육 정도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향을 받으며 형성 되었다(김미
선, 2015). 이상 섭식 태도는 섭식 장애보다는 다소 심각도가 낮아 보이지만
이상 섭식 태도의 심각성이 심해지면 섭식 장애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이상
섭식 태도는 섭식 장애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섭식 행동이 높게
나타난 사람은 섭식 장애의 준 임상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거나 섭식 장애의
전 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상적 증후군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Striegel-Moore, 2001).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섭식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섭식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섭식 태도 역시 중요할 수 있다. 최은정(2005)은 섭식 장애는 식이 행동상
의 현저한 장애로 섭식 행동에서 심각한 혼란과 부적응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체중 조절, 신체와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 등을 포함하는 음식 섭취와
관련된 행동에 이상을 보이는 질환이라 정의하였다. 최진숙(1991)은 섭식 장애
란 생물학적·정신적·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관계되는 일종의 심리사회생물학적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2)직관적 섭식
심리학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적응적 섭
식인 섭식 행동, 이상 섭식 장애, 섭식 장애에 대한 것들이다. 주로 섭식 장애
의 예방 차원과 치료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며 섭식 장애와 관련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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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섭식 행동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
들이었다. 이러한 부적응적 섭식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응적 섭식인 직
관적 섭식이 대두되고 있다. 적응적 섭식 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음식, 식생활, 섭식 점검 행동, 적응적 섭식 등이 있
으며, 주로 건강, 식품 영양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섭
식 절제의 측면에서 건강한 절제로 섭식점검 행동에 대한 연구와 직관적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Avalos & Tylka, 2006; Hawks, Madanat,
Hawks & Harris, 2005; Tylka, 2006; Tylka & & Wilcox, 2006).
적응적인 태도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 심리학적인 최근
의 경향은 적응적인 형태의 섭식과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것의 상관이 증가되
고 있으며 적응적 섭식은 이러한 하나의 접근으로 부적응적인 섭식 패턴의 건
강한 대안적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Tylka,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적응적인
섭식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긍정적인 섭식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Tylka, 2006). 섭식 장애 관련 연구에서(Tylka &
Subich, 2004) 적응적 섭식을 대체로 섭식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Garner, 2004). 그렇지만 적응적 섭식은 임상적으로 섭식 장애가 없다는 의미
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Gast & Hawks, 2000; Tylka, 2006;
Tylka & Wilcox, 2006). 선행연구에서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적응적
인 섭식의 한 형태로 연구 되고 있다(Gast & Hawks, 2000; Tribole & Resch,
1996; Tylka, 2006; Tylka & Wilcox, 2006).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을 음식 그 자체로
보고, 섭식 행동을 할 때 인위적인 제한이나 무절제한 음식 섭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ylka(2006)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Intuitive
eating)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섭식 행동으로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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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나 상황적 단서보다 신체적인 허기 단서와 포만감 단서를 근거로 하여 섭
식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Schwartz(1996)는 다이어트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편하게
먹으면서도 건강한 체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음식 섭취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평가는 다이어트 계획, 환경적
단서, 정서 상태, 또는 다른 외부적 요인보다는 주로 신체적인 배고픈 단서에
기초한다(Hansen & Goodman, 1999; Podjasek & Carney, 1998). 이러한 섭식
자를 직관적 섭식자라고 부르는데, 직관적 섭식은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점점
인기가 늘고 있다(Gast & Hawks, 2000; Tribole & Resch, 1996). Tylka의 직
관적 섭식에 대해서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섭식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 간의 관계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불만족은 섭식문제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체불만족이 섭식문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Fabian & Thompson, 1989),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한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선과 오경자(2004)의 연구에서도 왜곡된 자기개념과
신체불만족이 섭식장애 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매
개 혹은 중재할 것이라 보았다. 그 동안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에 관한 선
행연구들이 있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성의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증상
을 밝혀왔지만(Hund & Espelage, 2005; Tylka & Subich, 2004) 섭식 장애는
생리적, 심리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Thompson & Stice, 2001).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하다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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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외모수용과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외모수용과 관련이 있는 신체만족도는 이
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가까울수록 신체만족도는 높아지고 불일치할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Furnham, Badmin, & Sneade, 2002). 하지만 이상적
신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인이 높게 평가하는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거나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다(Lennon,
Lillethun, & Buckland, 1999). 따라서 개인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
아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정은석(2016)은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을
것이며 이는 외모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
라 외모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민 외(2008)의 연구에서도 여
고생과 여대생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외모수용에도 신체질량지수(BMI)와 관련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며,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BMI)와 부적상관
을 보이는 직관적 섭식이 외모수용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Tylka(2015)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은 신체질량지수와 부적상관을 보
였으며, 직관적 섭식과 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유연한 조
절(Flexible control)섭식 신체질량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
적 섭식과 신체질량지수가 보이는 부적상관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외모수용을 예측하는 한 변인으로서 본 연구에 설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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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모 수용
1)신체상(Body Image)
심리학적 사전에 의하면, 신체 이미지는(Body Image)은 신체(Body)와 상
(Image)의 복합적인 개념이다. 신체상이란 개념은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자아가 형성 된다(두산 백과사전).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각을 포함한다. Cash &
Pruzinsky(2004)에 따르면 신체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외모 평가, 외모
만족, 신체 만족, 신체 왜곡, 신체 지각, 신체 도식, 신체 존중감 등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다. Secord와 Jourard(1953)는 신체 이미지를
자신의 각 신체 부분과 기능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Freud(1961)는 신체 이미지는 자아 발달의 기본이며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봤으며, Mendell, Cleveland, Fisher(1968)는 신체 이미지를 자신의 신체
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태도라 정의하였다. 또한 ‘신체상’을 ‘자아개념’과 연관
시켜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 자아 개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며 신체 이미지는 자아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일 요소라 하였다
(Williams, 1983). 또한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신체에 대한 가
변적 개념이며 신체 자아는 이런 변화를 통해 개인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깨닫
게 하는 것이며, 신체 형상은 개인의 신체에 대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지식으
로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정신적인 현상이라 하였다. Shontz(1974)는 신체
이미지를 신체 모습에 대한 정신적 형상이라 정의하며 이는 감각을 통하여 형
성되는 개인의 생리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의 정신적·사회적 경
험에 의해 형성 된다고 하였다. 노푸른(2014)은 일반적으로 신체 이미지는 자
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신체 이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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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를 말할 때 실제 지각하는 신체 이미지와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 사이
의 불일치와 외모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서적 차원이 개인이 갖는 개인의 외모에
대한 느낌이라면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생각과 신념으로
개념화하였다(Banfield & McCabe, 2002).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신체 이미지
의 특징을 Cash(1990)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아에 대한 느낌을
가장 중시하는데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가 자아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로 주관화된 경험이다.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주관적인 신체 경험과 객관적 현실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말랐다고 말을 해도 본인은 뚱뚱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음식 섭
취를 조절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결정된 구조이며 이는 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된다. 넷째, 신체 이미지는 불변하지 않는다(배지수,
2011, 재인용). 신체 이미지는 신체에 대한 한 개인의 지각, 정서, 태도, 반응
및 평가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다
(Cash, 2002). 이처럼 신체상에 대한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개념이 계속 변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합의된 정의라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이론적, 경험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복수 개념이라 보여 진다(Cash, 1990).
2) 외모 수용
신체이미지의 개념의 다양성에 따라 신체의 의미를 정의내리고, 측정하는 도
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보다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병리적인 행동의 연관성을 연
구해왔다. 김경희(2010)는 자신의 연구에서 신체불만족을 신체이미지의 주관적
인 측면 다시 말해, 태도측면으로 보고 자기 신체 전체와 각 부분에 대한 부
- 38 -

정적 평가와 만족감 정도로 정의 내렸다. 신체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을 의미하고 신체불만족은 다양한 심리 정
서적 문제들을 유발한다(Garner, 2004). 진준선(2006)은 신체만족도를 자신의
신체 전체나 각 부분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
도를 의미하였고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
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재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한다고 보았다. 신체
존중감은 자신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개개인의 만족과 불만족을 말한다
(Jourard & Secord, 1955). 즉,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의 일부로, 자신의 신
체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나 느낌을 뜻하며 신체 이미지를 다룬
많은 연구에서 체중과 외모에 대해 개념화하고 측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느낌으로 주관적인 판단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를 신체만족도의 하위 개념 중 일부라 보지만 신체이미지
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로서 신체모습의 능력적인 효율성에 대한 자각,
태도,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외모는 신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김은경(2005)은 외모만족이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외부로 표출되고 상대방으로
부터 매력적인 좋은 인상을 갖고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지각의 긍정
적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외모만족도란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
낌의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모만족도는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
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지된다(김경아, 2003).
신체수용의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는 긍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있다(Tylka, 2011). 신체수용이란 신체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을 의미하
며 단순히 신체에 대한 만족의 느낌이 아니라 신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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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촉진시키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Halliwell, 2013; Homan & Tyka, 2014). 선행 연구에서도 신체불
만족과 외모수용은 개념적으로 다르게 보았는데(Tylka et al., 2005) 외모수용
은 개인이 가진 외모의 조건과 그에 따르는 태도 및 정서 등을 그대로 받아들
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재희, 2015). 최근에 연
구자들은 외모수용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라 인식하며, 외모수용이란 신체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반영하고(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Tylka, 2006)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신체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신체의 기
능을 수용하고 신체의 능력과 역량을 만족하며 신체불만족의 결여를 넘는 신
체의 건강한 수용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한다(Homan &
Tylka, 2014). 신체 수용을 할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았고, 이보다 사회적 차원
의 수용을 추가한 개념인 외모 수용 역시 외모수용이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았다(이민주, 손은정, 2015). 부정적인 측면 보다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는 개
인의 성장을 돕는 행동의 반영이며 자산이고(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상담 심리학의 과제와도 일치한다(Gelso & Fretz, 2001). 하지만 외모수
용에 대한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미흡하였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예측 변인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수용을 외모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시각을 의미하고 외모에 대한 건강한 수용
과 감사하는 마음 반영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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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연구 모형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에 영향
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직관
적 섭식이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을 매개로 하여 외모수용에 직·간적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경쟁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비교할 것이며 연
구 모형에서 자아존중감에서 외모수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그림 2>첫 번째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에서 외모수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그림 3>두 번째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41 -

<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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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훈장학회”로
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300명,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0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
을 보인 14부를 제외한 39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총 391명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64(SD=2.97)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89명(48.3%), 여학생은 202명(51.7%)이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 52
명(13.3%), 2학년 104명(26.6%), 3학년 78명(19.9%), 4학년 129명(33.0%), 5학
년 이상 28명(7.2%)으로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공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43명(36.6%), 자연/공학계열 137명(35.0%), 경상계열 49명
(12.5%), 예술/체육계열 40명(10.2%), 의학/간호계열 17명(4.3%), 기타계열 5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신체 질량 지수(BMI)
는 16.03에서 43.21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21.90(SD=3.48)이었으며, 신체 질량
지수(BMI)를 살펴보면 저체중이 114명(29.2%), 정상체중이 224명(57.3%), 과
체중이 45명(11.5%), 비만이 8명(2.0%)으로 정상 체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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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391)
구분
빈도(N)
백분율(%)
남
189
48.3
성별
여
202
51.7
1학년
52
13.3
2학년
104
26.6
학년
3학년
78
19.9
4학년
129
33.0
5학년 이상
28
7.2
인문/사회
143
36.6
자연/공학
137
35.0
경상
49
12.5
전공
예술/체육
40
10.2
의학/간호
17
4.3
기타
5
1.3
저체중
114
29.2
정상
224
57.3
신체질량지수
(BMI)
과체중
45
11.5
비만
8
2.0
주.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키(cm)의 제곱’이라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며
신체질량지수가20미만은저체중, 20-24는정상체중25-30은과체중, 30이상은비만으로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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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안정 척도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 애착척도(Revised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이재원(2006)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성인이 지각한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애착유형을 측정
하며, 긍정적인 진술 10문항과 부정적인 진술 8문항의 총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
며, 부정적 문항 8개는 역채점 하였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의존
(dependent), 불안(anxiety), 친밀(close)의 세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의
존(dependent)'은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 가능성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
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불안(anxiety)'은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이다. '친밀(close)'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관계에서 편안
함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친밀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과 친해지가 비교적
수월하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다.”가 있다. 의존-친밀 차원의 점수의 합이 36보다 크고 불안 차원 점수의
합이 18보다 낮으면 안정애착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Anderson, Elklit &
Vase, 2011, 재인용)가 있으나 표집크기의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존
-친밀 차원과 불안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 방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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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등(2011)및 O'Connor(2008)등의 연구에서 의존-친밀 하위요인의
문항을 합병하여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 취급하여 연구한 예가 있고, 국내에서
는 김정안(2012)과 박소진(2006)이 한 연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의 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밀과 의존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
안은 낮고 안정유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안(2012)의 연구에서 의
존-친밀차원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의존-친밀차원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41로 나
타났다.
<표 2>성인애착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의존
1*, 2*, 3, 4, 5*, 6*
6
.667
불안
7*, 8, 9, 10, 11, 12
6
.778
친밀
13, 14, 15*, 16*, 17, 18* 6
.665
의존-친밀
12
.741
*역채점 문항
2) 자아존중감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된 것을 5점 척도로‘(1=전
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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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을 이루어져 부정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문항의 예로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좋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 한다.” 를 들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류연이, 201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
863로 나타났다.
3) 직관적 섭식
직관적 섭식을 측정하기 위해 Tylka와 Kroon Van Diest(2013)가 개발한
적응적 섭식인 직관적 섭식을 측정하는 척도(Intuitive Eating Scale-2;
IES-2)를 류연이(2015)가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직관적 섭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관적 섭식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적 섭식, 정
서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허기와 포만감 신호에 의한 섭
식,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제한하지 않는 섭식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다.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로 평정하였다. 직관적 섭식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
체가 주는 자연적인 메카니즘 신호에 따라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건강한 섭식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언제 먹는 것을
멈출지 말해주는 내 신체를 신뢰한다.”, “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더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가 있다. 류연이(2015)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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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직관적 섭식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상황에서의
1*, 2*, 3,
7
.758
직관적 섭식
4, 5, 6*, 7*
정서적인 것보다
8*, 9, 10*,
6
.772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11, 12*, 13
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14*, 15*, 16*, 17
4
.771
의한 섭식
음식의 종류와 양을
18, 19, 20*
3
.775
제한하는 섭식
*역채점

문항

전체

20

.894

4) 외모 수용
외모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Avalos, Tylka와 Wood-Barcalow(2005)가 개발
한 신체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측정하는 신체수용척도(Body Appreciation
Scale: BAS)를 이민주(2015)가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외모 수
용 척도(Korean Apprearance Appreci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외모 수용
척도는 개인내적 외모수용,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외모수용 행동 등 3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9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내
적 외모 수용은 11문항으로 외모에 대한 만족 및 결점 수용을 나타내고, 사회
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은 9문항으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
는 외모 수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모수용 행동은 9문항으로 체중 증가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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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는 체형 수용 행동을 포함한다. 외모 수용 척도는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외모를 잘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외모를 존중한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타인
몸매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식사 때 체중 증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가 있다. 이민주와 손은정(2015) 연구에서 외모수용
척도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고, 개인 내적
외모수용은 .96,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은 .87, 외모수용 행동은 .89로 나
타났다. 이전 류연이(2015)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1로 나타
났다.
<표 4>외모수용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1, 4, 9, 11, 16, 17,
개인 내적 외모수용
11
23, 25, 27, 28, 29
2, 6, 7*, 8, 12,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14,
9
19, 20 ,21*
3, 5*, 10, 13, 15,
외모수용 행동
9
18*, 22*, 24*, 26
전체
29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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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890
.824
.797
.901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프로그램, AMOS 22.0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먼저 첫
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였고, 셋째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와 첨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과 소벨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모형이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밝히
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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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
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확인하여 정규분
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Kline(2005)은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인 왜도로 보며, 첨도는 8
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범위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여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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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M
성인애착 안정
37.13
의존
18.41
친밀
18.72
자아존중감
34.31
직관적 섭식
66.33
사회적 상황에서의 직관적 섭식
22.61
정서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에
19.63
근거한 섭식
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의한 섭식 13.77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섭식 10.31
외모 수용
93.57
개인 내적 외모수용
34.96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26.60
외모수용 행동
32.01

SD
5.90
3.63
3.45
6.24
12.53
5.04
4.40
3.33
2.68
15.84
7.52
6.40
6.07

왜도
-0.13
-0.24
-0.13
-0.09
0.11
0.11
0.06
-0.12
-0.17
-0.15
-0.42
-0.04
0.00

(N =391)
첨도
0.59
-0.08
0.54
-0.07
-0.11
-0.05
-0.04
-0.33
-0.39
0.11
0.74
-0.15
-0.48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6>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성인애착 안정
은 자아존중감(r=.50, p<.001), 직관적 섭식(r=.36 p<.001), 외모수용(r=.4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인애
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r=.42, p<.001), 외모수용(r=.54,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
적 섭식과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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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관적 섭식
이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각 변인 간 상관분석
(N =39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84***
3 .82*** .39***
4 .50*** .42*** .42***
***
5 .36*** .27****** .33***
.42
6 .30*** .22 .28*** .31*** .88***
7 .29*** .22****** .27***
.41****** .87****** .77***
***
8 .30*** .22 .28 .30 .74 .45*** .44***
9 .27*** .23*** .22*** .34*** .69*** .38*** .42*** .64***
10 .40*** .40*** .27*** .54*** .66*** .56*** .59*** .44*** .50***
*** .32*** .40*** .78***
11 .38*** .32****** .31*** .65****** .48****** .36***
.46
12 .30*** .35 .14*** .37 .53 .48*** .47*** .31*** .41*** .84*** .45***
13 .27*** .28*** .16*** .21*** .56*** .51*** .47*** .42*** .38*** .76*** .31*** .58***
*p <.05, **p <.01, ***p <.001
1=성인애착 안정 2=의존 3=친밀 4=자아존중감 5=직관적 섭식 6=사회적 상황에서의
직관적 섭식 7=정서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 섭식 8=허기와 포만감의
신호에 의한 섭식 9=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섭식 10=외모수용 11=개인내적
외모수용 12=사회적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13=외모수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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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변
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하여 비
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잔
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모
형 적합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
은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NFI와 I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
호한 것으로 간주하고(Hu & Bentler, 1999) RMSEA 값의 경우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수정지수를 설정한 후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한 결과, χ²(46, N =391)=208.19, p<.001; CFI=.93, NFI=.91, IFI=.93,
RMSEA=.095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측정
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CFI NFI IFI RMSEA
 (p)
측정 모형 208.19*** 46
.93
.91
.93
.095


다음으로 적합성이 검증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
펴보면 그 결과 성인애착 안정은 .61와 .64, 자아존중감은 .82～.91, 직관적 섭
식은 .49～.90, 외모수용은 .046～.75로 나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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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용 기준인 .40을 넘으므로(Ford, MacCallum, & Tait, 1986) 수렴타
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2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
인을 구인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측
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표 8>에, 상관계수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8>측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경로
B
1.09
성인애착 ->의존
안정
->친밀
1.00
->자존감1
0.85
자아자존감 ->자존감2
1.00
->자존감3
1.51
->사회적 상황에서의 1.07
직관적 섭식
->정서보다 신체적인 1.00
것에 근거한 섭식
직관적섭식 ->허기와
포만감의
0.44
신호에 의한 섭식
->음식의 종류와 양을 0.33
제한하는 섭식
->개인 내적 외모수용
1.49
상황에서의
외모수용 ->사회적
1.00
외모수용
->외모수용 행동
0.75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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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0.14
0.48
0.08
0.60
0.04
0.03
0.14
0.08

t
0.64 7.80***
0.61
0.84 17.71***
0.82
0.91 20.09***
0.85 18.19***
0.90
0.52 10.39***
0.49 9.70***
0.75 10.84***
0.59
0.46 10.02***
β

<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 구조모형 검증
1) 적합도 분석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관적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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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이다. 연구모형
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쟁모형1, 경쟁모형2의 두 가지 모형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경쟁모형1은 연구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으
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부분매개모형이고, 경쟁모형2는 연구모형에서 성인애
착 안정이 외모수용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이다. 각 모형을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 제시하였다.

<그림 5>연구모형(부분매개 및 이중매개모형)

<그림 6>경쟁모형1(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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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쟁모형2(완전매개모형)
연구모형(x2=208.19 p<.001, CFI=.93, NFI=.92, IFI=.93, RMSEA=.095)과 경쟁
모형1(x2=212.60, p<.001, CFI=.93, NFI=.92, IFI=.93, RMSEA=..095), 경쟁모형
2(x2=208.56, p<.001, CFI=.93, NFI=.92, IFI=.93, RMSEA=.094)의 적합도 지수
는 모든 적합도에서 최소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각 모형 간 x2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의 차이는 △x2(1)=4.41, p<.05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의 차이도 △
(1)=0.37, p=.54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들의 비교를 통
해 최종적인 모형을 선택할 때는 x2 차이 검증을 통해 통계적인 기준과 간결
성의 원리에 따라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모형들이 서로 내재된 모형일 때 두
모형의 x2의 차이는 또 하나의 x2(△x2)이며 이 x2(△x2)차이의 자유도는 두 모
형의 자유도 차이와 같은데 이 때 두 모형간의 x2(△x2)가 유의미하면 계수가
더 적은 모형이 유의미하게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유도가 작은 모형
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두 모형의 x2차이(△x2)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두
모형의 합치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모형 간 합치도 차이가
없을 때는 “간결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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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김계수, 2008). 또한 Widaman(1985)은
두 모형을 비교할 때 CFI의 차이가 .01보다 크면 높은 CFI를 갖는 모형을 갖
는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2의 CFI가 동일하였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9>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9>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x2(p)
df CFI
연구모형 208.19*** 46 .927
경쟁모형1 212.60*** 47 .926
경쟁모형2 208.56** 47 .928
(최종모형)
*p <.05, **p <.01, ***p <.001

NFI

.910
.908
.909

RMSEA
.928 .095
.927 .095
.928 .094
IFI

2) 최종모형 경로계수
최종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8>과 <표 10>에 제시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이란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적인 표본추출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트스트레핑을 계속하면 모수 추정치와 표준오차는 줄게 된다(김계수, 2008).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성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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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먼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β=.71, p<.001)과 직관적 섭식
(β=.29, p<.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β=.25, p<.01)과 외모수용(β=.61,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β=.49, p<.001)에 유의미한 직
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최종모형 경로계수[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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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최종모형 효과분석[전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 안정 -> 자아존중감
.71***
.71***
성인애착 안정-> 직관적 섭식
.29**
.18
.47**
성인애착 안정 -> 외모수용
.66***
.66***
자아존중감 -> 직관적 섭식
.25**
.25**
자아존중감 -> 외모수용
.61***
.12*
.73***
직관적 섭식 -> 외모수용
.49***
.49***
R2
자아존중감= .51 직관적 섭식= .25 외모 수용= .88
*p <.05, **p <.01, ***p <.001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관적 섭
식에 이르는 간접경로(β=.18, p<.01)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으로 가는 간접경로
(β=.12, p<.01)도 유의함에 따라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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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간접효과의 재검증[전체]
경로
성인애착 안정->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
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외모수용
*p <.05, **p <.01, ***p <.001

β

.18
.12

SE
z
.16 2.29**
.10 2.27**

3)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에 입각한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
저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요인 구조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형태동일성과 집단
에 따라 경로계수들이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해야하므
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검증한 모형이 두 집단 각각에서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형태 동일성 분석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이면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
한다. 남학생 집단 모형의 경우, 외모수용의 오차변량이 음수(헤이우드 케이
스)로 나타나 아주 작은 수(.0001)로 고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 집단(x2=266.29, p<.001, CFI=.92, NFI=.89, IFI=..92,
RMSEA=.068)과 여학생 집단(x2=265.08, p<.001, CFI=.92, NFI=.89, IFI=..92,
RMSEA=.068)으로 두 집단은 NFI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형태 동일성 가정의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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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성별 간 적합도 지수

x2(p)

df

남학생
여학생

266.29*** 95
265.08*** 94
*p <.05, **p <.01, ***p <.001

CFI
.922
.922

NFI

.886
.886

RMSEA
.924 .068
.923 .068
IFI

형태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집단에 따라 요인부하량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두 집단
에서 모든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수치를 추정하는 자
유모형과 잠재변인들 사이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을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측정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려면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의
x2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두 모형의 x2값의 차이는 △x2(5)=6.06,
p=.3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에 모형 간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표 13>모형 간 적합도 지수

x2(p)

df

자유모형 265.29*** 95
제약모형 271.35*** 99
*p <.05, **p <.01, ***p <.001

CFI
.922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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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

.886
.883

RMSEA
.924 .068
.923 .066
IFI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9>과 <표 14>에 제시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기법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β=.70, p<.001)과 직관
적 섭식(β=.43, p<.05)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중감은 직관적 섭식(β=.14, p=.38)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외모수용(β=.48,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β=.73,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최종모형 경로계수[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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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최종모형 효과분석[남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 안정 -> 자아존중감
.70***
,70***
성인애착 안정 -> 직관적 섭식
.43*
.10
.53**
성인애착 안정 -> 외모수용
.72***
.72***
자아존중감 -> 직관적 섭식
.14
.14
자아존중감 -> 외모수용
.48***
.11
.59***
직관적 섭식 -> 외모수용
.73***
.73***
R2
자아존중감= .49 직관적 섭식= .29 외모수용= 1.07
*p <.05, **p <.01, ***p <.001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관적 섭
식에 이르는 간접경로(β=.10, p=.39)가 유의미 하지 않아 부분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으로 가는 간
접경로(β=.11, p=.39)도 유의미지 하지 않아 부분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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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간접효과의 재검증[남학생]
경로
성인애착 안정->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
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외모수용
**p <.05, **p <.01, ***p <.001

β

.10
.11

SE
.22
.27

z
0.86
0.87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그림 10>과 <표 16>에 제시하였고,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기법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β=.71, p<.001)에 유의
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섭식(β=.13, p=.41)에는 유의미
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β=.34,
p<.05)에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수용(β=.64,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
용(β=.45,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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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종모형 경로계수[여학생]
<표 16>최종모형 효과분석[여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인애착 안정 -> 자아존중감
.71**
.71**
성인애착 안정 -> 직관적 섭식
.13
.24*
.37**
성인애착 안정 -> 외모수용
.62***
.62***
자아존중감 -> 직관적 섭식
.34*
.34*
자아존중감 -> 외모수용
.64***
.15*
.79**
직관적 섭식 -> 외모수용
.45***
.45***
R2
자아존중감= .50 직관적 섭식= .20 외모수용= .85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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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관적 섭
식에 이르는 간접경로(β=.24, p<.05)가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으로 가는 간접경로(β=.15,
p<.05)에도 유의미함에 따라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17>간접효과의 재검증[여학생]
경로
성인애착 안정->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
자아존중감->직관적섭식->외모수용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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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24
.15

SE
.21
.11

z
2.22*
2.08*

Ⅴ.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각 변인들이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본 연구모형이 외
모수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을 통해 변인 간 인과
관계를 탐색하여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
하였다. 그 다음 성별에 따라 외모수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직관적 섭식으로 가는 경로
와 자아존중감이 직관적 섭식을 매개로 하여 외모수용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
한 완전 매개 모형이 최종 경쟁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모형은 외모수
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도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의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변인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안정은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
- 69 -

로 연구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동안 애착 유형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과(Bylsma et at., 1997; Feeney & Noller, 1990;, 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일치하는 결과이다. 먼저 Collins와 Read(1990)는
자아에 대한 작동모델로서 애착 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안정 애착은 불안정
애착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Mikulincer, Morian, & Weller,
1993)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애착 유형에 따라 자아자존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안정 애착은 그렇지 않은 애착에 비해 자아자존감이 높게 나타
났다(박은경, 1992). 임수진과 노안영(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안정 애착은 다
른 유형에 비하여 자기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이시은(2006)의 연구결과에서
도 성인애착 안정인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가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
고 친밀함을 편안해 하는 성인애착이 안정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
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성인
안정 애착이 그 동안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과 높은 관련을 보인 자아존중감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행동은 크게 건강한 섭식행동인 적응적 섭식과 건
강하지 않은 섭식행동인 부적응적 섭식으로 나뉘어진다(류연이, 2015). 기존의
연구들은 부적응적 섭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적응적 섭식을 유발시
키고, 유지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부적응적 섭식과 반대되는 개념인 적응적 섭식의 한 유형으로 최근 인정
받고 있는(Avalos & Tylka, 2006) 직관적 섭식과 애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동안 애착의 실패는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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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애착과 섭식 태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지향(2006)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식사 행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는데, 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더 정상적이었고 불안정 애착 집단의 식사 행동은 문제 행동과 더 높은 관련
이 확인되었다. 최근 이현정과 이승연(2016)의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 애착의
하위 유형인 친밀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상 섭식 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이상섭식이 낮게 나타나고 적응적 섭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다만 이현정과 이승연(2016)의 연구에서는 친밀차원이 높은 것
을 안정 애착으로 보고, 의존차원이 높은 것을 불안정 애착으로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Elklit & Vase(2011)의 연구와 박은경(1992)의 연구
에 따라 안정 애착을 친밀차원과 의존차원이 높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현정
과 이승연(2016)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의존차원이 안정 애착에 속하기도 하고 불안정 애착에 속하기도 하는 이유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통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성인애착 안정이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안정된 애착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비
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외모를 잘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국외
의 선행연구에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성인애착
불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확인되었고 국내의 김경희(2010)의 연구결과에서
도 성인애착 불안은 매개효과를 거쳐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방지연과 정남운(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신체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서 따뜻하며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차갑거나 냉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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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았다(Ackard,
Neumark-Sztainer, Story, & Perry, 2006; Haudek, Rorty, & Henker, 1999;
De Panfilis, Rabbaglio, Rossi, Zita, & Maggini, 2003). 전준선(2006)의 연구에
서도 외모만족도가 높은 고등학생은 외모만족도가 낮은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노푸른
(2016)의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외모수용의 유의미한 정적상관
가 나타나 안정 애착일수록 외모수용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가 국내외 선행연
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성인애착 불안이 신체불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미루어 보아 성인 애착 안정이 외모수용
을 예측한다는 가정은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이상 섭
식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Polivy & Herman, 2002) 정상 집단과
섭식 장애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Katzman &
Wolchik, 1984). 국외 선행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이 정적 관
계를 보였고(Avalos & Tylka, 2006),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류연이, 2015)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적 섭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잘 수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신체불만족이 높
아진다는 연구결과(김영신, 양난미, 2010)와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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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또 다른 선행연구결과(손은정, 2008)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일치되
는 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와 외모수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난 이재희
(2015)의 연구결과 또한 지지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이므로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가치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
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섭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류연이(201)의 연구에서는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은 정적상관을 보
였고, 전은혜(2016)의 연구에서도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은 정적상관을 보여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은혜(2016)
의 연구에서 외모수용이 직관적 섭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섭식 장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연구들이 많았고(Leon et al.,
1993) 선행연구에서 섭식 문제와 신체불만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Fabian & Thompson, 1989). 그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신체 불만족과 섭식
장애 증상을 밝혀왔지만(Hund, Espelage, 2005; Tylka, Subich, 2004) 섭식 장
애는 생리적, 심리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
인에 의해서 발생하며(Rome, Imrie, Rybicki, & Gidwani, 1997; Thompson &
Stice, 2001)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
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직관적 섭식과
외모수용에 그대로 적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은혜(2016)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수용할수록 자신의 신
체적인 욕구를 잘 인식하여 적응적인 섭식인 직관적 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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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섭식을 예방하고 적응적인 섭식을 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
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잘 수용하기 때문에 직관적 섭식을 더 잘 하게 된
다고 본 것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 자신의 섭식 행동에 있어
서 자유롭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김정민과 이세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함께 신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밝혀졌는데 신체질량지수(BMI)가 자신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Must, Dallal, & Dietz, 1991)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며
(Kg/m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
로운 것으로 나타났다(Brook-Gunn et al., 1986; Thompson et al., 1995). 정은
석(2016)은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을 것이며 이는 외
모만족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자신
의 외모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고(유생열, 2011) 여고생과 여대생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외, 2008). 외모수용에도 신체질량지수
(BMI)는 관련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신체질량지수(BMI)가 낮을수록 외모
수용이 높아지며 신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외모수용이 낮아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Tylka(2015)등의 연구에서 직관적 섭식
은 신체질량지수(BMI)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
되어 직관적 섭식이 높을수록 신체질량지수(BMI)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박유란(2013)의 연구결과에서 신체질량지수(BMI)이 낮을수
록 외모 만족도가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체질량지수(BMI)와 외모수용도
부적상관이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직관적 섭식을 할수록 신체질량지수(BMI)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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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가능성이 높고 신체질량지수(BMI)가 낮을수록 외모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직관적
섭식의 예측 변인으로 외모수용을 설정한 연구와 반대로 직관적 섭식을 외모
수용의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Avalos & Tylka(2006)는 직관적으로
식사하는 경향은 타고난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섭식 스타일을 지속할
가능성은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가 타
고나길 직관적으로 식사를 해오다가 개인내적인 영향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으
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거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여 기존의 섭식 행
동에 변화를 주게 되면서 결국 이상 섭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사회문
화적 영향보다 개인내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타
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외모를 수용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섭식은 타고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사회문화적으로 생기
는 외모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전제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내적 자아를 지키게 되며 자신의 기존 섭식 태도인 직관적 섭식을 유지하게
되고 신체질량지수(BMI) 또한 높지 않아 자신의 외모를 더 수용하고 존중하
며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직관적 섭식을 외모수
용에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직관적 섭식은 외모수용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 사이에서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은 간접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은 완전매개모형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 안정과 외모수용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직관적 섭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요한 타
- 75 -

인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그 관계에서 편안함
을 느끼는 사람은 애착 형성이 안정적이며 애착이 안정적인 사람은 사회적 상
호적인 관계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를 지지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킨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며, 무
슨 일이 생기든지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정원식, 1983)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의 원인에 보다 기능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최정아, 1997). 이들은 섭식 행동에 있어
서도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체가 주는 자연적인 메카니즘 신호
를 신뢰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섭식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
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 직관적 섭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
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관적 섭식을 할수록 신체질량지수
(BMI)가 높지 않았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모를 수용하는데 더 용이
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했을 때, 먼저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애착 안정
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관적 섭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직관적 섭식을 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섭식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을 점검해보며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워
섭식 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 직관적 섭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외모를 수용하는데 자아존중감도 영향력이 있지만 직관적 섭
식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직관적 섭식을 외모수용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
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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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집단분석을 통해 구조 모형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검
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은 둘 다 성인애착 안정이 자아존중감
과 직관적 섭식을 거쳐 외모수용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은 직관
적 섭식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
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자
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자아
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뜻하며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 안정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은 직관적 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소벨 검증을 거쳤
으며 그 결과 남학생은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은 부분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
서 직관적 섭식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학생
은 성인애착 안정과 직관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외모수용 관계에서도 직관적 섭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학생은 직관적 섭식을 하는데 있어
서 성인애착 안정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중요한 반면 남학생은 애
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외모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직관적 섭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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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학생은 외모를 수용하
는데 더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고 여학생은 건강한 섭식인 직관적 섭식
을 하는데 더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변인 간
의 관계에서 드러난 성차는 김영신과 양난미(2010)의 연구결과에서 남자대학
생과 여자대학생에서 섭식억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계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상선과 오경자(2004)
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이상 섭식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적어도 여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차지
하는 영향력은 큰 것으로 보여 지고, Striegel-Moore & Cachelin(2001)이 제
시한 바와 같이 여성에게 있어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취약성을 나타내
며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이상섭식 행동의 중요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섭식 행동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변인이
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건강한 섭식 행동을 갖기 위해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익중과 이지언(2011)은 성
별에 따라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억제하기 위한 차별적인 예방 개입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는데 비만인 여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남학생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비만인 여학생에게는 낮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선별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여자 대학생의 섭식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신뢰로운 애착 형성을 바탕으로 자
아존중감에 초점을 두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섭식 행동에 관해 도움을 주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한 친구수가 많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최정미, 김미란, 2003) 친구관계의
만족도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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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에서 여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이점숙, 김정민, 2005). 부모에 대한 애착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여전히 높은 애착의 질
을 보였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및 근접성 추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학생에 비해 분리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에 애착에 관
한 연구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어 왔지만 이러한 성차가 섭식 행동에 있어서
도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건강하고 적응적인 섭식이라 여겨지는 직관적 섭식에
있어서 성인애착 안정이 보이는 효과에 대해 향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미적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분위
기로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DSM-Ⅴ에 따르면 여성
의 유병률은 남성에 비해 약 10배이며,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
성에게 훨씬 흔하고 남성의 유병률은 여성의 1/10수준이다. 폭식장애 역시 신
경성 폭식증보다는 덜하지만 성 비율차이가 크다. 반면 남성들은 근육질의 몸
매를 만들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성의 섭식장애와 대비되는 근육이형
장애(muscle dysmorphia)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높은데(김시연, 서영석, 2012)
남성은 여성보다 외모수용에 있어서 자신의 섭식 행동을 제한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
아존중감이 낮고, 신체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선행 연구결과들이 밝혀졌는데,
김영신과 양난미(2010)의 연구결과에서 여자대학생들에 비하여 남자대학생들
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대학생들은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했으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컸
다. 여대생들은 정상체중에도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을 실제보
다 더 뚱뚱한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에서도 남·여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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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신체매력,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체상 지각과 자기만족도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이계원, 1994; 조지숙, 1992)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구자명, 이명희,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경옥(2006)에 따르면 여성에게
는 신체적 매력이 자아개념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반면 남성에게는 자신의 몸
이 갖는 도구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남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남성은 자신의 몸을 기능적
인 면에서 평가하는 반면 여성은 주로 평가차원에서 자신의 몸을 상품가치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임수진, 2002). 본 연구결과에서
는 외모수용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에 대한 성차를 밝혀낸 결과로 기
존 선행연구에서 더 발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
생은 자기존중감이 그들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미숙과 이윤정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외모수용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남학생들
의 외모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외모를 잘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상담 장면에서 자아존중감을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
(이금희, 2007) 지속적인 향후 연구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여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수용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방법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바탕으
로 섭식 행동 및 태도에 있어서 건강하고 적응적인 섭식 행동을 갖도록 자신
의 신체가 주는 신호를 신뢰하면서 스트레스나 정서로 인한 섭식이 아닌, 다
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지 않는 섭식이 먼저 선행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것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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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인애착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직관적 섭식 그리고 외모수용의 대해 알아보며 변인 간의 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기존 연구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특히 성인애착에서도 불안
정애착과 회피애착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안정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적응적인 섭식과 부정적인 신체상에 초점을
두어 부적응적 섭식 및 부정적인 신체상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들과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인혜, 이영호,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한 것에서 벗어나 긍
정적이고 건강한 관점에서 신체이미지와 섭식행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건강한 섭식행동과 긍정적인 외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어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유용한 자료로 제공 되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두 번째 의의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를 모두
포함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성인애착 안정, 자아존중감, 직관적
섭식, 외모수용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섭식과 신체상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남성을 포함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영역을 확
장시켰으며 성차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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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 수집을 통한 횡단적 연구 방법의 제한점을 갖는다.
성인애착이란 발달 초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
로 내면화된 것으로 보았으나 Kirkpatrick과 Hazan(1994)의 성인 애착 변화에
관한 4년간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의 70%가 동일한 애착유형에
해당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유형이 관계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달라질 수 있고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또한 성인애착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종단적 연구나
실험연구 방법을 통하여 인과적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법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조사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응답자의 객관적 실체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집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
다.
셋째, 표본추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수집한 설문 391
사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한국 대학생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온라인 설문은 표본추출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취약하다는 인식이
높고 표본 대표성 확보와 표본오류 통제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실제 참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대표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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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집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으
며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상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신체질량지수(BMI)가 밝혀졌으며(김정민, 이세진,
2010) 본 연구에서도 신체질량지수(BMI)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실제
로 연구모형에 신체질량지수(BMI)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그 동안의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기여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신체이미지와 외모수용과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
들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83 -

참고문헌
[1] 구자명, 이명희 (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2～163.
[2] 김경아 (2003).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
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경희 (2010). 성인 애착 불안과 신체불만족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외모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4] 김계수 (2008). New Amos16.0 구조방정식모형분석: 한나래
[5] 김문실, 김숙영 (1997). 섭식행동의 세 가지 측면. 대한간호학회지, 27(2),
377-388.
[6] 김미선 (2015).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수임, 강민철, 김영근 (2011).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부모애착,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조절된 매개모형을 중심으로. 상담
학연구, 12(5), 1703-1718.
[8] 김시연, 서영석 (2012). 또래 대상화경험이 남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
동 및 근육질 추구에 미치는 영향:신체감시 및 신체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24(4),929-948.
[9] 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섭식억제간의 관계에
서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91-815.
[10] 김완석, 유연재 (2007). 신체가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신체조작성척도와
신체편향성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21.
- 84 -

[11] 김용희 (2012).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경
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9), 231-256.
[12] 김은경 (2005).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
적응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은정 (2004).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인식도 및 체중조절 실태와 이
상 섭식행동 관련 요인.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4] 김인혜, 이영호 (2014). 사회 문화적 영향, 신체불만족, 대처방식 및 이분
법적 사고가 폭식행동과 절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315-339.
[15]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 행동과의
관계:자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 14권 제5호, 315-34
[16] 김정민, 이세진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1-12.
[17] 김정민, 한근희 (2008).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26(4),
73-83.
[18] 김정안 (2012). 성인애착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감정표현불능
성향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 김지연 (1998). 아동의 충동성과 학대경험 및 기질과의 관계. 숙명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 김해란 (2012).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감이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3), 1-19.
[21]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5 -

[22] 노푸른 (2014).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외모관련 지지가 여대생들의 외모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3] 류연이 (2015). 적응적 섭식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박광희, 유화숙. (2012).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1), 51-63.
[25] 박성호, 장문영 (2014). 작업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의 관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2(1), 15-25.
[26] 박소연 (2004).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닌 여대생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치
료의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박소진 (2006). 여대생의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에 대한 경로 모형:신체상과
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박수정, 손정락 (2002). 인지 행동치료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여대생
의 신체상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35-351.
[29] 박유란 (2013). BMI지수와 신체외형도에 대한 신체의식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박은경 (1992).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 집
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 방소연, 김순이, 양경미 (2010). 대학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265-271.
[32] 방지연, 정남운 (2012). 여자 대학생의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및 지지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25, 61-75.
[33] 배지수 (2011). 방과 후 무용활동의 미적경험을 통한 여중생의 신체상 인
- 86 -

식과 지존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선상화 (2009). 부모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과의
관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소원현 (2000). 부정적 정서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37]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 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38] 신철 (1991). 정상아와 비만아의 성격특성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39] 신현옥, 천혜정 (2008). 중학생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외모콤플렉스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1-17.
[40] 심경옥 (2006).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1] 심정은, 고애란 (1997). 보문: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
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42] 양애경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태도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존중감과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충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유경자 (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4] 유생열 (2011). 초등학교 여학생의 비만, 신체상, 우울감간의 관계에 있어
- 87 -

서 자아 탄력성의 역할.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3), 57-71.
[45] 이계원 (1994). 청년기의 신체상이 자기만족,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6] 이금희 (2007).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지각된 어머니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47] 이민주, 손은정. (2015). 외모수용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99-218.
[48] 이상선 (1993). 여대생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이상선, 오경자 (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91-106.
[50]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
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51] 이임순 (1997). 섭식절제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2] 이재희 (2015). 외모에 대한 암묵적 이론, 외모주의, 자기외모수용의 상호
작용이 대학생의 자존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3]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4] 이지향 (2006). 애착, 대인불안 및 스트스 대처방식이 여대생의 식사 행동
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5] 이현정, 이승연 (2016).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
계에서성인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83-99.
- 88 -

[56] 임수진, 노안영(2004) 성인애착과 이성교제, 자존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
계. 학생생활연구 제 35집. 전남대학교 카운셀링 센터, 99-115
[57] 임수진 (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 임정선 (2007). 한국과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 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39-254.
[59] 장선철, 송미현 (2004). 연구논문: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60] 장연주 (2007).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에 모델과 대물림 : 전생에 발달심리학적 조망
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 16. No. 1, pp. 80-97
[62] 전은혜, 손은정 (2016). 부모와 또래의 외모관련행동이 여대생들의 적응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3-243.
[63] 전준선 (2006).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4] 정영선 (2005).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 3, 685-706.
[65]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학지사.
[66] 정원식 (1983). 교육 문제론.한국교육출판사.
[67] 정은석 (2016).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 외모만족도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
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68] 정익중, 이지언 (2011). 청소년기 비만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 60-80.
- 89 -

[69] 정정숙 (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70]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
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71] 조영주, 최혜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
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72] 조지숙 (1992). 청소년의 신체상,신체적 매력,신체상의 불만족과 자아존중
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73] 진미경, 유미숙 (2005). 애착측정 도구들에 대한 개관: 시기별, 영역별 애
착 평가를 위한 척도들의 개관.
[74] 최유영, 손정락 (2011). 수용 전념 치료 (ACT) 가 부정적인 신체 상을 가
진 여대생의 신체 상 존중감, 회피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
리학회지: 건강, 16(4), 657-673.
[75] 최은정 (2005). 섭식장애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6] 최정미, 김미란 (2003). 연구논문: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77] 최정아 (1997).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 최진숙 (1991). 청소년기 섭식장애. 대학의학협회지, 382(91.11), 1179-1182.
[79] 최해림, 조영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
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80] 한미숙, 이윤정 (2007).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
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247-256.
[81]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한국
- 90 -

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82] Ackard, D. M., Neumark-Sztainer, D., Story, M., & Perry, C. (2006).
Parent–child connectedness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health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1),
59-66.
[83]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ibaum.
[84]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85] Alessandri, S. M., & Lewis, M. (1993). Parental evaluation and its
relation to shame and pride in young children. Sex Roles, 29(5-6),
335-343.
[86] Andersen, T. E., Elklit, A., & Vase, L.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whiplash-associated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attachment-anxiety may be a vulnerability factor.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2.
[87] Avalos, L. C., & Tylka, T. L. (2006). Exploring a model of intuitive
eating with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86.
[88] Avalos, L., Tylka, T. L., & Wood-Barcalow, N. (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2, 285–297.
[89]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 91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94.
[90] Banfield, S. S., & McCabe, M. P. (2002). An evaluation of the
construct of body image. Adolescence, 37(146), 373.
[91] Banfield, S., & McCabe, M. P. (2002). An evaluation of the construct
of body image. Adolescence, 37(146), 373-393.
[92]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93]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94]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1, 115-160.
[95] Blowers, L. C., Loxton, N. J., Grady-Flesser, M., Occhipinti, S., &
Dawe,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pressure to be
thin and body dissatisfaction in preadolescent girls. Eating Behaviors,
4(3), 229-244.
[96]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97]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ange., New York: Basic Books
[98]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99]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 92 -

theory. London: Routledge.
[100]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101] Bretherton, L. (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
[102] Britton, P. C., & Fuendeling, J. M. (2005). The relations among
varieties of adult attachment and the components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5), 519-530.
[103] Button, E. J., Sonuga‐Barke, E. J. S., Davies, J., & Thompson, M.
(1996). A prospective study of self‐esteem in the prediction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schoolgirls: Questionnaire finding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2), 193-203.
[104] Bylsma, W. H., Cozzarelli, C., & Sumer, N. (1997).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global self-esteem.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 1-16.
[105] Cash, T. F. (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106] Cash, T. F., & Pruzinsky, T. (2004).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Y: The Guilford press.
[107] Cash, T.F. (2002). The situational inventory of body image dysphoria:
Psychometric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362-366.
[108] Cattarin, J. A., & Thompson, J. K. (1994). A three-year longitudinal
- 93 -

study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Eating Disorders, 2(2), 114-125.
[109] Clark, K. L., Parr, R. B., & Castelli, W. P. (1988).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ating disorders. Life Enhancement Publications.
[110]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
[111]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12] Coopersmith, S. (1981). SEI, Self-Esteem Inventories.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13] Corcoran, K. O. C.,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
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4), 473-483.
[114] Craig, A. B., Martz, D. M., & Bazzini, D. G. (2007). Peer pressure to
“Fat talk”: Does audience type influence how women portray their
body image?. Eating Behaviors, 8(2), 244-250.
[115] Culp, L. N., & Beach, S. R. H. (1993, November).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s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In Paper presented to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116] De Panfilis, C., Rabbaglio, P., Rossi, C., Zita, G., & Maggini, C.
(2003). Body image disturbance, parental bonding and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Psychopathology, 36(5), 239-246.
[117] Elkind, D., & Weiner, I. B. (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John
- 94 -

Wiley & Sons.
[108]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19] Fabian, L. J., & Thompson, J. K. (1989).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in young fe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8(1), 63-74.
[120]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
[121] Feingold, A., & Mazzella,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body image
are increasing. Psychological Science, 9(3), 190-195.
[122] Felker, K.R., & Stiver, C.(1994),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to eating disorder risk in adolescents.
Adolescence. 29, 821-833.
[123]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124] Furnham, A., Badmin, N., & Sneade, I. (2002). Body image
dis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reasons for exerci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6),
581-596.
[125] Garner, D. M. (2004). Eating disorder inventory–3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26] Gast, J. A., & Hawks, S. R. (2000). Examining intuitive eating as a
weight loss program. Healthy Weight Journal, 14, 42–44.
- 95 -

[127] Gelso, C., & Fretz, B. (2001).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Fort
Worth, TX: Harcourt.
[128] Halliwell, E. (2013). The impact of thin idealized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Does body appreciation protect women from
negative effects? Body image, 10, 509-514.
[129] Hansen, V., & Goodman, S. (1999). The seven secrets of slim people.
New York: HarperCollins.
[130] Haudek, C., Rorty, M., & Henker, B. (1999). The role of ethnicity and
parental bonding in the eating and weight concerns of Asian‐
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4), 425-433.
[131] Hawks, S., Merril, C., Gast, J., & Hawks, J. (2004). Validation of the
motivation for eating scale. Ecology of Food and Nutrition, 43, 307–
326.
[132]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133] Homan, K. J., & Tylka, T. L. (2014). Appearance-based exercise
motiv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frequency and
positive body image. Body Image, 11(2), 101-108.
[134]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135] Hund, A. R., & Espelage, D. L. (2005). Childhood Sexual Abuse,
- 96 -

Disordered Eating, Alexithymia, and General Distress: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59.
[136] Katzman, M. A., & Wolchik, S. A. (1984). Bulimia and binge eating
in college women: A comparison of personality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3),
423-428.
[137]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
[138] Kenny, M. E., & Hart, K. (199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s in an inpatient and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521.
[139] Kiesler, D. J. (1997).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6(4), 339.
[140] Kirpatrick, I.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 and close
relationship: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 1,
123-142.
[141]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42]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135-146.
[143] Lennon, S. J., Lillethun, A., & Buckland, S. S. (1999). Attitudes
- 97 -

toward social comparison as a function of self‐esteem: Idealized
appearance and body imag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4), 379-405.
[144]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3), 707-720.
[145]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146] Main, M., & Goldwyn, R. (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scoring
and classification manual. Unpublished. Department of psych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47]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48] Marrone, M. (1998). Attachment and Interaction. London (Jessica
Kingsley) 1998.
[149] Marrone, M. (1998). attachment and interaction.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50] McKinley, N. M., & Randa, L. A. (2005). Adult attachment and body
satisfaction: An exploration of general and specific relationship
differences. Body Image, 2(3), 209-218.
[151] MENDELL, D., CLEVELAND, S. E., & FISHER, S. (1968). A Five‐
Generation Family Theme. Family Process, 7(1), 126-132.
[152]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 98 -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
[153]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817.
[154] Moore, D. C. (1993). Body image and eating behavior in
adolescents.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12(5),
505-510.
[155] Must, A., Dallal, G., & Dietz, W.(1991). Reference data for obesity: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wt/ht2) and triceps
skinfold thicknes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3,
839-846.
[156] O'Connor, M., & Elklit, A. (2008). Attachment styles, traumatic
events, and PTSD: A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of adult
attachment and trauma.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1),
59-71.
[157] Panfilis, C. D., & Rabbaglio, P. R. C. Zita, G. Maggini, C.(2003). Body
image disturbance, parental bonding and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Psychopathology, 36, 239-246.
[158] Perry, J. A., Silvera, D. H., Neilands, T. B., Rosenvinge, J. H., &
Hanssen, T. (200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self-concept and eating disturbances in Norwegian and
American college populations. Eating Behaviors, 9(1), 13-24.
[159] Phan, T., & Tylka, T. L. (2006). Exploring a model and moderators
- 99 -

of disordered eating with Asi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36.
[160] Podjasek, J. H., & Carney, J. (1998). The ten habits of naturally slim
people: And how to make them part of your life. New York:
McGraw-Hill.
[161] Polivy, J., & Herman, C. P. (2002).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87-213.
[162] Rice, K. G., & Lopez, F. G.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2), 118-128.
[163]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4), 463-474.
[164]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e University Pres
[165] Rome, E. S., Imrie, R. K., Rybicki, L. A., & Gidwani, G. (1997).
Prevalence of abnormal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hospital-based primary and tertiary care clinic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9(3), 133-138.
[166] Rorty, M., Yager, J., Rossotto, E., & Buckwalter, G. (2000). Parental
intrusiveness in adolescence recalled by women with a history of
bulimia nervosa and compariso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2), 202-208.
[167] Schwartz, B. (1996). Diets don’t work. New York: Breakthru
- 100 -

Publishers.
[168] Schwartz, D. J., Phares, V., Tantleff‐Dunn, S., & Thompson, J. K.
(1999). Body imag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arental feedback
regarding physical appea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3), 339-343.
[169]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343.
[170]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171] Sharpe, T. M., Killen, J. D., Bryson, S. W., Shisslak, C. M., Estes, L.
S., Gray, N., ... & Taylor, C. B. (1998). Attachment style and weight
concerns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1), 39-44.
[172] Shontz, F. C. (1974). Body image and its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r Psychiatry in Medicine, 5(4). 461-472.
[173]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174] Smolak, L. (2004). Body imag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here do
we go from here?. Body image, 1(1), 15-28.
[175] Spangler, G., & Grossmann, K. E. (1993). Biobehavioral organization
in securely and insecurely attached infants. Child development, 64(5),
1439-1450.
[176]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 101 -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51, 72.
[177]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51, 72.
[178] Steiger, H., Gauvin, L., Jabalpurwala, S., Séguin, J. R., & Stotland, S.
(1999). Hypersensitivity to social interactions in bulimic syndromes:
relationship to binge eat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5), 765.
[179] Stice, E. (1998). Modeling of eating pathology and social
reinforcement of the thin-ideal predict onset of bulimic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10), 931-944.
[180] Stice, E., Schupak-Neuberg, E., Shaw, H. E.,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836.
[181] Stokes, R., & Frederick-Recascino, C. (2003). Women's perceived
body image: relations with personal happiness. Journal of Women &
Aging, 15(1), 17-29.
[182] Striegel-Moore, R. H., & Cachelin, F. M. (2001). Etiology of eating
disorders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5), 635-661.
[183]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 339-353.
[184]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 102 -

10(5), 181-183.
[185]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86] Tompson, J. K., Coovert, M. D., Richards, K. J., John-son, S., &
Cattarin, J.(1995).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female adolescents: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221-236.
[187] Tribole, E., & Resch, E. (1996). Intuitive eating. A recovery book for
the chronic diet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88]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 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189] Tylka, T. L. (2006).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measure of intuitive eat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226-240.
[190] Tylka, T. L. (2011). Refinement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for
men: Dual body image pathways to body change behaviors. Body
Image, 8(3), 199-207.
[191] Tylka, T. L., & Sabik, N. J. (2010). Integrating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self-esteem within objectification theory to predict
women’s disordered eating. Sex roles, 63(1-2), 18-31.
[192] Tylka, T. L., & Subich L. M. (2004). Examining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college women.
- 103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14-328.
[193] Tylka, T. L., Calogero, R. M., & Daníelsdóttir, S. (2015). Is intuitive
eating the same as flexible dietary control? Their links to each other
and well-being could provide an answer. Appetite, 95, 166-175.
[194] Tylka, T., & Wilcox, J. A. (2006). Are intuitive eating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opposite poles of the same constru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474–485.
[195]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196] Weinfield, N. S., Sroufe, L. A., & Egeland, B. (2000). Attachment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in a high‐risk sample: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ir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1(3), 695-702.
[197] Wernicke, A. G., Rosenblatt, R., Rasca, M., Parhar, P., Christos, P. J.,
Fischer, A., ... & Nori, D. (2009). Quantitative Assessment of
Radiation‐Induced Fibrosis of the Breast with Tissue Compliance
Meter, Palpation, and Radiological Imaging: Preliminary Results. The
breast journal, 15(6), 583-592.
[198] Widaman, K. F. (1985). Hierarchically nested covariance structure
models for multitrait-multimethod data.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9(1), 1-26.
[199] Williams, H. G. (1983). Perceptual and motor development. Prentice
Hall.
[200] Wood-Barcalow, N. L., Tylka, T. L., & Augustus-Horvath, C. L.
(2010). “But I like my body”: Positive body image characteristics and
a holistic model for young-adult women. Body Image, 7(2), 106-116.
- 104 -

부록

1)성인애착 안정 척도
문

전혀
드물게 가끔 자주 항상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항

1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다.

1

2

3

4

5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5*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6* 누군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1

2

3

4

5

17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

2

3

4

5

4*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5 나는 타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6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7*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8
9
10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
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11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 싶다.
12

상대방과 하나로 융화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사람들을 나로부
터 멀어지게 한다.

13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14

18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다.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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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아존중감
전혀

문

항

그렇지 아니다
아니다

1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좋게) 생각한다.

1

2

3

4

5

나도 다른 사랑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 한다.

1

2

3

4

5

4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남들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7

나의 삶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8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

1

2

3

4

5

9

때때로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1

2

3

4

5

1

2

3

4

5

2

10 나는 대체로 봐서 실패자라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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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관적 섭식
문

항

1 나는 심심할 때 내가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더라도 먹는다. *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런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편이다그렇다
않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1

2

3

4

5

6 나는 내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음식을 이용한다. *

1

2

3

4

5

7 나는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 *

1

2

3

4

5

8 나는 살이 찌는 음식들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 *

1

2

3

4

5

9 나는 먹을 때 내 몸이 내게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외롭다고 느낄 때 먹는다. *

1

2

3

4

5

11 나는 먹을 때 내 몸이 무엇을 먹을지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5 더 먹고 싶어도 나의 체면 때문에 먹지 않는 편이다. *

1

2

3

4

5

16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식사량이 달라진다. *

1

2

3

4

5

17 더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1

2

3

4

5

18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지 않는다.

1

2

3

4

5

19 사람들이 나의 식사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20 식사할 때 나의 식사방식이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 쓴다. *

1

2

3

4

5

2

나는 내가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
을 느낀다. *

3 나는 언제 먹는 것을 멈출지 말해주는 내 신체를 신뢰한다.
4

12

나는 무엇을, 언제, 그리고/또는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할 때 섭식규칙
또는 다이어트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아도 정서적 느낌(불안, 우울, 슬픔)을
느낄 때 음식을 먹는다. *

13 나는 내 몸이 얼마나 먹을지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
1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시선을 의식해서 평소보다 먹는
것을 절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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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모 수용
전혀

문

항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 외모에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보통
않다

그런

항상

이다 편이다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3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1

2

3

4

5

4 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미용을 목적으로 체중 감량을 한다.

1

2

3

4

5

6 나는 잡지를 보더라도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7
8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타인 몸매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먹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모델의
사진을 본다.
잡지나 TV에 나오는 날씬한 여성(남성의 경우, 멋진 남성)의
이미지가 내 몸매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9 나는 내 외모를 존중한다.
10

식사 때 체중 증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먹고싶은 만큼 먹는
다.

11

나는 남들에 비해 예쁜 외모(남성의 경우, 멋진 외모)를 가졌
다.

1

2

3

4

5

12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는
다.

1

2

3

4

5

13 배고플 때 체중 걱정을 하지 않고 먹는다.

1

2

3

4

5

미디어에 나오는 비현실적으로 마른 여성의 이미지(남성의 경
14 우, 몸이 좋은 남성의 이미지)가 내 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2

3

4

5

나는 내 몸매나 체중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
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외모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

2

3

4

5

19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내 외모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15

18

체중조절과 몸매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먹는다.(식
이섬유, 지방분해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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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그런 항상
않다 이다 편이다 그렇다

21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

1

2

3

4

5

22 의도적으로 살이 덜 찌는 음식을 먹는다.

1

2

3

4

5

23 거울이나 가게 창문에 비친 나의 몸매를 보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체중조절을 위해 약물(이뇨제, 살 빼는 약, 설사제 등)을 복용한
1
적이 있다.

2

3

4

5

24

25 전반적으로 내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26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나는 몸매나 외모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부
1
분이 있다.

2

3

4

5

27

28 나는 과도하게 크고 뚱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29 나는 언제나 예뻐(남성의 경우,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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