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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amily meals on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We performed 
focus group interviews (FGI)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family meals, and chose several scales (such as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self-esteem, and a daily hassles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psychological 
variables. We collected data from 442 dyads (mother-child) and used 440 from dyads. In our results, the fre-
quency of family meals affected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especially aggression and emotional 
instability. The atmosphere during meals also affected depression/anxiety, concentration difficulties, emotional 
instability, self-esteem,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ity.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eal at-
mosphere, family bonding, maternal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We performed co-
variation analysis to examine and control the influence of family bonding and maternal personality; despite 
controlling for these variables, family meals still influenced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We conclude 
that the family meal is a significant variable that impacts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frequent family meals.

Key words : family meals, attitude and behavior during family meals,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family bonding, maternal personality

서 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관련 요인은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오랫동

안 강조되었다(Sussman 등 1994; Calvert 1997; 
Durant 등 1997; Belcher & Shinitzky 1998; Fulkerson 
등 2006).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온화한 상호작용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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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가치들을 나누고 서

로 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 간에 대화하

고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Eo & Yoo 1995). 이
러한 맥락에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편안

하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족식사시

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식사란 생활 공동체인 가족이 함께 모여 식

사를 하는 것으로, 가족식사를 통해 가족이라는 개

념과 그 유산을 공유하고, 신뢰로 맺어진 공동체임

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가족의 사랑과 공감과 따뜻함을 만들어 낼 수 

있다(Weinstein 2006). 가족 식사는 음식이 준비되고, 
소비되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배정되고, 과거 사

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며, 계획이 세워

지는 등 하나의 ‘긴밀하게 짜여진 사건(densely 
packed event)’이라 할 수 있다(Fiese 등 2006). 다시 

말해 가족식사는 장보기, 음식 준비, 식사기도, 먹기, 
대화, 설거지 등의 많은 행동을 포함하며, 하루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의 새로운 소식

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계획을 

세우고, 논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이다(Snow 
& Beals 2006). 이런 관점에서 가족식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가족 식사는 아

동의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

용의 패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ickstein 등 1999; Fiese & Marjinsky 1999). 둘째, 
가족식사를 통해 상징적으로 가족의 정체성을 나타

내게 되며, 어떤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Fiese 등 2006). 셋째, 식사

시간 동안 가족 의식(ritual)이 발달되고, 시간에 걸

쳐 반복된 행동들은 아동의 발달에 특히 중요한 통

일성, 정체감, 유대감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Steinberg 1990).
실제 가족 식사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가

족식사의 이점으로 영양학적 측면(Videon & Man-
ning 2003)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영향

을 강조한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Fulkerson 
등(2006)은 가족의 저녁식사 횟수가 성적인 행동, 우
울증/자살, 반사회적 행동, 폭력, 학교문제, 과식, 지
나친 체중감량과 같은 모든 고위험 행동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Eisenberg 등(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 식사의 빈도가 높은 남여 청소년

들이 우울증상을 더 적게 보이고 자살 사고 및 자

살 시도와도 덜 연관되어 있으며, 가족식사의 빈도

가 높은 여자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청소년들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한 가족식사는 자녀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이점이 있으며(Fiese & Greene 1993; Markson 
& Fiese 2000),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더 많

이 보내는 아동일수록 공격적 행동 등 외현화 문제

를 더 적게 나타내었다(Hofferth & Sandberg 2001). 
Sen(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유대감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 다른 가족활동 등의 변인을 통제

한 이후에도 가족식사의 빈도가 남자 청소년의 신

체적 폭력가담, 고의적인 타인의 재산훼손, 도벽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CASA(2009)의 연구에서는 1주일에 가족식

사 빈도가 0∼2회인 청소년들과 5∼7회인 청소년들

을 비교한 결과, 가족식사의 빈도가 많은 청소년들

이 A/B 학점을 더 많이 받아 학업수행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청소년들의 

가족식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좋은 영양섭취를 

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는 체중조절과 약물남용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Eisenberg 등 

2004) 등, 높은 가족식사 빈도가 자녀의 정서적, 행

동적, 학업적 문제를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가족동반식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동문제 등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

족동반식사만이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

어,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부모의 성격은 아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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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유대감은 청소년의 폭력과 약물사용, 성적 행

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고통과 

자살 사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줄여 아동청소

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Resnick 
등 1997; Eisenberg 등 2004).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또한 낮아지

는 경향이 있다(Han 2006). Chae(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이를 통해 가족유대감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응 및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행동과 심리적 적응에 커다

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부모의 개인내적인 변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과 양육 방식을 결정짓는데(박 1995),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녀

의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Jung 2003). 따라서 어머니

의 성격이나 반응패턴이 자녀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Big Five 이론에 따르면, 성격차원을 신경증 성향,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Cervone & Pervin 2010), 이 중 신경증 성향은 심

리적 부적응과 자주 연합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

다. 신경증 성향은 부정적 정서 상태와 관련된 것으

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자극에 생리적으로 과민하

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Eysenck 1967). 신경증이 높은 어머니들은 불안이 

높고 쉽게 흥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긍정적

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어 있고 양

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 2008). 따

라서 어머니의 신경증 성향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더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로 인해 자녀에게서 정서 

및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만족 혹은 

불만족은 자녀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eon & Park(1999)은 결혼만족

도를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으로 꼽으면서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온정적 양육행

동을 많이 보이고 거부적/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

게 보이는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온정적 양육

행동보다 거부적/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가정에서의 원만한 부부관

계는 자녀의 양육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발달영역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나, 부부관계에서의 결혼불만족이나 불일

치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과적 문제와 관

련되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Cummings & Davies 1994). 
실제로 부부간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아동

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높은 상관이 있으며

(Jenkins & Smith 1991), 부부 사이의 불만족감으로 

인한 분노의 표출은 자녀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유

발할 수 있고, 자녀는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Cummings & 
Davies 1994). 반면,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은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유아의 일상적 스

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n 
2007). 

이렇듯 가족동반식사 패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가족동반식사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나, 가족동반식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유대감이나 어머니의 성

격, 부모의 결혼불만족과 같은 기타 요인의 영향력

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

후에도 가족동반식사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설명

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동반식사가 아동 및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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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양학적, 신체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의 심

리적인 발달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9)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 
(2011)의 연구,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Cho(2007)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이들은 가족식

사의 빈도에 따른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상

태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가족식사의 빈도가 많을

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심리상태도 더 건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 심리적 

변인 측정을 위해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문항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변인에 대한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

완하여 가족식사의 빈도뿐만 아니라 그 외 가족식

사의 환경 변인들을 포함하며, 아동의 심리적 문제

와 문제행동을 다양하게 측정하되(예, 우울/불안, 주
의집중곤란, 공격성, 정서불안정성, 자존감, 친구관계 

등),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사용하

고자 한다. 또한 가족식사 외에 아동의 심리적 문제

와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유대감이나 

어머니의 성격, 결혼불만족과 같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식사가 자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동반식사가 아동의 심리-정서 및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족동반식

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가족식사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

권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초등학생의 어머니와 초

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 9월 한 

달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고, 회수된 총 442부의 설

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44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질문지는 어머니

용과 자녀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440명과 

그의 자녀 440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어머니용 질문지

(1) 가족식사패턴 질문지

가족식사패턴 질문지는 Neumark-Sztainer 등(2004)
이 Hogen(1988)의 가족식사태도 및 행동척도(Family 
Eating Attitude and Behavior Scale) 문항들을 자신들

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는

데, Neumark-Sztainer 등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

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식사패턴 질문지

는 가족동반식사의 횟수와 가족식사의 환경부분(가
족동반식사에 대한 우선성, 가족식사 분위기와 가족

식사의 구조 및 규칙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동반식사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문을 

번안하여 ‘지난 1주일 동안,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한 횟수는 몇 번인가요?’라는 문항을 사용

하였고, Neumark-Sztainer 등(2004)의 연구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70으로 보고되었다. 

가족동반식사의 환경은 가족식사에 대한 우선성(5
문항), 가족식사 분위기(4문항), 가족식사의 구조/규
칙(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이다. 
Neumark-Sztainer 등(2004)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54∼0.70이었으며, 각 영역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가족식사에 대한 우선성 0.82, 
가족식사 분위기 0.73, 가족식사 규칙 0.60이었다. 

가족식사 환경을 측정하는 문항 중 우선성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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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부합하는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가족

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식사 분위기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즐겁고, 가족식사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식사 구조/규칙은 점수

가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절을 중

시하고, 가족 간에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

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점수는 가

족 식사 시에 지켜야 할 규칙이나 예절 등이 확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유대감 질문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Eo 
& Yoo(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척도’ 중 ‘가
족원간의 유대’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가족원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유대감이 높음을 의

미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 배려, 이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

끼며,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07). Eo & Yoo(1995)의 연구에서 

‘가족원 간의 유대’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0.91이었다. 

(3) 신경증 성향 질문지 

어머니의 성격 중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경

증 성향을 선택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성격 5
요인 측정도구(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중 신경증 성향(Neuroticism)을 사용하였다. 
IPIP검사는 Goldberg(1999)가 개발하고 Yoo 등(2004)
이 번안한 것으로, 성격 5요인(신경증 성향, 외향

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각 요인 당 10개 문

항씩,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

고식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성향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2개의 역채점 문항(1
번, 2번)이 포함되어 있다. Lee(2008)의 연구에서 

신경증 성향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0.89로 보고되었다. 
신경증 성향(또는 정서적 안정성) 척도는 자신에

게 주어진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세

상을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부정

적 정서, 나쁜 기분, 그리고 그것들의 조절 및 통

제 실패는 신경증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변덕이 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등의 특징을 보이기 쉽다. 신경증 성

향이 높을수록 불쾌한 기분을 더 많이 느끼고, 긴

장수준이 높으며, 더 외롭고, 인간관계들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따라서 신경증 척도의 점수가 높

은 어머니일수록 가족식사 시 아동과 비일관적이

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 결혼만족도 질문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nyder 
(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Kwon & Choi(1999)이 한국 실정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결혼생활 만족

(K-MSI) 검사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K-MSI는 1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타당도 척도와 전반적 불만족 척도, 그리고 결혼생

활에서의 세부적인 불만족을 측정하는 11개의 소척

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반적 불

만족 척도(Grobal Distress Scale; GDS)는 결혼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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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측정하는 지표

로서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불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 & Choi(199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0.92로 보고

되었다.  

(5) 아동행동평가척도 

아동의 문제행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해 측정하

기 위하여 Achenbach & Edelbrock(1983)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를 Oh 등(1997)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K-CBCL은 사회능력 척도와 행동문제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아동의 부모가 아동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척도와 학업수행척도를 

포함하는 사회능력척도 13문항과, 문제행동척도 중 

우울/불안 14문항, 주의집중문제 11문항, 공격성 20
문항, 정서적 불안정 10문항(이 중 8문항은 우울/
불안,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문항에 중복 포함됨)
을 사용하여 총 60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능력척

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고 학업수행정도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문제행동증후군의 각 하위영역 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이 드러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6) 가족동반식사 인식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추

가 질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에 묻는 질문들

과 가족식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추가적 질문 22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포

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족동반식사에 대한 인식

과 실태를 조사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아동용 질문지

(1) 자아존중감 질문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기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974)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

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등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인 문항(3번, 5번, 8번, 9
번, 10번)은 역채점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10∼
5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Rosenberg의 연구에서 0.85였
고, Hong(1999)의 연구에서는 0.83이었다. 

(2) 대인관계 질문지

아동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Felner & 
Felner(1989)가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 질문지(Daily 
Hassles Questionnaire; DHQ)를 기초로 하여 Han & 
Yoo(1995)이 한국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일상

적 스트레스 척도 중 친구영역 스트레스 척도 7문
항을 이용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영

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의 5가지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Yoon(1993)의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0.92∼0.93이
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족동반식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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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와 설문지 문항 구성을 위

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

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

지에 포함시켰다. 주요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가족동반식사에 대한 기초자료 질문지를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하고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연구 대상자는 총 

15명이었고, 3∼4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4집
단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의 대상자는 만 3∼12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다양한 대상자들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하

는 지역,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 가정의 수입구

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대상자의 거주 지역

은 강남지역, 강동지역, 강서지역, 강북지역과 경기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자녀의 나이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Jang(2009)이 구분한 바

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초기에 해당

되는 3세부터 6세 미만과 아동 중기에 해당되는 6세
부터 12세까지의 아동으로 구분하여 고르게 포함되

도록 하였다. 가정의 수입구조는 맞벌이 혹은 외벌이

로 구분하였다. 참여대상자들의 연령은 20대 후반∼

40대 초반에 속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35.8세였다.
FGI는 한 그룹 당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고, 인터뷰에서 가족식사와 관련된 일반적 실태

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가족식사 시 아동과의 상호작용

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가족동반식사의 조작적 정

의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

루어졌다. FGI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문항들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FGI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의 정의로, 참여자들은 

모두 ‘가족식사’에 대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로 가족동반식사를 정의하였다. 둘째, 주

요 통제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성격 변인을 선택하였

다. 인터뷰를 통해 가족식사 시의 분위기나 상호작

용이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이 발견되어 어머니의 성격 변인을 주요변인

으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격 5요인 

중 신경증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 통제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인을 선택하였

다. 인터뷰를 통해 부부의 관계가 가족식사의 분위

기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부모의 부부만족도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문항내용의 수정 및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

지를 6명의 초등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6명에게 실

시하고, 연구자와의 면접을 통해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 자녀의 설문 내용 중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피드백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

문지가 재수정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묻는 질문지의 응답이 

‘예’와 ‘아니오’로 양분되어 있어 응답하기 곤란하다

는 의견이 다수에게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

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원 질문지의 ‘아니다’의 

응답과 같이 취급하여 0점으로 채점하였고,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원 질문지의 ‘예’의 응답

과 같이 취급하여 1점으로 채점하였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는 척도인 

CBCL의 ‘혼자 놀거나 공부하는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참가자 대다수가 반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혼자 노는 것과 혼자 공부하는 것은 완

전히 다른 행동이므로 하나의 응답을 선택하는 것

이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내용 상 부적절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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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Proportion
(%)

Children's gender
Male 214 48.6

Female 226 51.4

Children's age

5 1 0.3

7 10 2.7

8 18 4.9

10 75 20.3

11 167 45.1

12 93 25.1

13 4 1.1

Mother's age

20∼29 3 0.7

30∼39 205 49.2

40∼49 204 48.9

50∼59 4 1.0

60∼ 1 0.2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12 25.5

College 101 23.0

University 191 43.5

Graduate 35 8.0

Marriage status

Married 417 95.6

Living with 12 2.8

Separation 1 0.2

Divorced 3 0.7

Other 3 0.7

Number of family 
 members

2 4 0.8

3 58 13.2

4 274 62.4

5 81 18.5

6 18 4.1

7∼ 4 0.8

Income earning

Dual-earner 205 46.7

Single-earner 230 52.4

No income 4 0.9

Amount of income
 (unit: 10,000 Won)

Below 100 8 1.8

101∼300 73 16.7

301∼500 169 38.7

501∼700 94 21.5

701∼1,000 57 13.0

1,000∼ 36 8.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구의 설문지에서는 삭제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학급에 대한 의미 등에 대한 질문

들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의 질문지에서는 의미가 

혼돈될 여지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 괄호로 설명을 

덧붙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가

지고 2010년 9월 한 달동안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과 가족식사 패턴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가족식사빈도와 가족식사패턴에 따라 아동의 정

서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식사

빈도와 가족식사패턴의 하위 요인인 가족식사에 대

한 우선성, 가족식사의 분위기, 가족식사의 규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곤란, 
공격성, 정서불안정,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적 능력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과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 나이의 효과를 통제한 

partial correlation을 구하였다. 넷째, 상관분석에서 확

인된 중요한 변인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가족식사빈도와 가족식

사패턴에 따라 아동의 정서문제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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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Proportion (%)

Time of having
 family meal 
 (double check)

Weekday breakfast 140 11.3

Weekday lunch 1 0.1

Weekday dinner 228 18.5

Weekend breakfast 260 21.1

Weekend lunch 250 20.3

Weekend dinner 355 28.8

Meal duration

0∼30 min. 91 20.8

30 min.∼1 h. 308 70.3

1∼2 h. 33 7.5

2 h.∼ 6 1.4

Person preparing
 meal

Mother 331 78.6

Father 10 2.4

Children 1 0.2

All family 60 14.3

Other 19 4.5

Meal style 

Home made 394 93.8

Restaurant 22 5.2

Delivery 1 0.2

Other 3 0.7

Person leading
 meal atmosphere 

Mother 91 21.9

Father 50 12.0

Children 54 13.0

All family 216 52.0

Other 4 1.0

Meal atmosphere 

Silent 89 20.4

Warm 322 73.9

Dry 4 0.9

Other 21 4.8

Time to share 
 with family

Never 1 0.2

Nearly no 50 11.4

A little 268 60.9

Much 121 27.5

Table 2. Family meal survey of the respondents.

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 볼 때, 아동의 경우, 남

자 214명, 여자 226명이었으며 부모는 모두 어머니

로 여자 440명이었다. 아동의 나이는 만 10∼12세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30대와 40대가 다수

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

분 기혼이었고 가족의 수는 4명이 가장 많았다. 수

입은 외벌이와 맞벌이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가족

의 월수입은 301∼500만원이 가장 많았다.    

2. 연구 참여자의 가족식사 실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식사 시간 및 가족 식사 

분위기 등 가족식사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가족식사 실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보면, 가족동반식사는 주말 저녁을 비

롯하여 주말에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식사시

간은 30분∼1시간이 대부분이었으며, 식사를 준비하

는 사람은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가족식사

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하는 형태로 이

루어졌으며 식사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가족 전

원이 가장 많았다. 가족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하

다’가 가장 많았고, 가족식사 외에 가족들이 어울리

는 시간은 ‘약간 있다’가 가장 많았고 ‘매우 많다’도 

상당수 있었다.

1) 가족식사빈도

가족식사빈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 검증

(Tukey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을 보면, 가족식사의 빈도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불안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83, P＜0.05; F=2.89, P＜0.05). 공격성의 경우, 
가족식사빈도가 0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정서불안정도 가족식사빈도

가 0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식사빈도에 따라 아동의 우

울/불안, 주의집중곤란, 자존감, 친구관계문제, 사회

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가족식사패턴 

가족식사패턴의 3개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

여 각 변인(우선성, 분위기, 구조/규칙)에 따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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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Family meal 
frequency M (SD) F Tukey

Depression/anxiety

0 7.09 (7.78)

2.361∼4 4.42 (4.54)

5∼ 4.12 (4.20)

Concentration 
 difficulty

0 4.67 (4.16)

1.461∼4 3.07 (3.20)

5∼ 2.99 (3.38)

Aggression

0 8.58 (6.24)

 2.83* a＞c1∼4 5.07 (5.18)

5∼ 4.94 (5.09)

Unstability

0 5.50 (5.23)

 2.89* a＞c1∼4 3.14 (3.41)

5∼ 3.04 (3.33)

Self-esteem

0 36.08 (7.70)

2.851∼4 39.01 (5.68)

5∼ 39.82 (5.92)

Interpersonal 
 problem

0 13.58 (3.36)

1.771∼4 11.57 (4.65)

5∼ 11.18 (4.32)

Sociality 

0 14.18 (1.92)

0.501∼4 14.73 (1.89)

5∼ 14.77 (2.04)

*P＜0.05

Table 3.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family 
meal frequency (N=440).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Family meal 
atmosphere M (SD) F Tukey

Depression/anxiety

Very negativea  5.04 (4.93)

4.89** a＞d
Negativeb  4.81 (5.25)

Positivec  3.87 (4.04)

Very positived  2.96 (3.02)

Concentration 
 difficulty

Very negativea  3.67 (3.55)

6.19*** a＞d
Negativeb  2.89 (3.46)

Positivec  2.61 (2.81)

Very positived  1.88 (2.40)

Aggression

Very negativea  6.18 (5.77)

7.21*** a＞c, d
Negativeb  5.05 (5.23)

Positivec  4.52 (5.64)

Very positived  4.13 (4.32)

Unstability

Very negativea  3.72 (3.71)

4.88** a＞d
Negativeb  2.94 (3.45)

Positivec  2.74 (3.20)

Very positived  2.14 (2.62)

Self-esteem

Very negativea 38.56 (5.74)

3.91** a＜d
Negativeb 39.76 (5.90)

Positivec 39.60 (6.15)

Very positived 41.10 (5.61)

Interpersonal 
 problem

Very negativea 11.85 (4.67)

2.67* a＞d
Negativeb 11.51 (4.64)

Positivec 10.58 (4.47)

Very positived 10.30 (3.88)

Sociality 

Very negativea 14.37 (2.04)

7.69*** a＜d
Negativeb 14.63 (2.26)

Positivec 15.03 (1.86)

Very positived 15.66 (1.52)

*P＜0.05, **P＜0.01, ***P＜0.001

Table 4.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family 
meal atmosphere (N=440).

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족식사의 하위영역별(우선성, 분위기, 구조/규칙)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25%, 50%, 75%를 기준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식사의 우선성의 경우 

우선성이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구

분하였으며, 가족식사의 분위기는 분위기가 매우 긍

정적, 긍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으로 구분하였고,
규칙은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집단

을 구분하였다. 

(1) 가족식사의 우선성  

가족식사의 우선성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식사의 우선성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곤란, 공격성, 정서불안정, 자존감, 친구관계

문제, 사회성 등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2) 가족식사의 분위기  

가족식사의 분위기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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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2   0.51* -          

3   0.14*   0.39** -         

4   0.16*   0.22**   0.36** -        

5  0.10   0.29**   0.61**   0.29** -       

6 －0.01 －0.15* －0.22** －0.03 －0.28** -      

7 －0.12 －0.05   0.05   0.06 0.09   0.13 -     

8 －0.07 －0.17* －0.23**   0.07 －0.31**   0.24**   0.16* -    

9 －0.06 －0.09 －0.20**   0.03 －0.30**   0.18**   0.15*   0.55** -   

10 －0.02 －0.07 －0.24** －0.02 －0.38**   0.24**   0.07   0.67**   0.64** -  

11   0.02 －0.09 －0.23**   0.05 －0.36**   0.29**   0.14*   0.80**   0.65**   0.82** -

12   0.11 0.08   0.14* －0.02   0.24** －0.12 －0.02 －0.29** －0.33** －0.21** －0.26** -

13 －0.10 －0.12 －0.19** －0.08 －0.21**   0.16* －0.05   0.35**   0.33**   0.26**   0.33** －0.41** -

14   0.05 0.09   0.18**   0.05   0.35** －0.23**   0.07 －0.35** －0.44** －0.32** －0.39**   0.36** －0.41** -

Partial correlation; *P＜0.05, **P＜0.01
1 family meal frequency; 2 family meal priority; 3 family meal atmosphere; 4 family meal rule; 5 family bonding; 6 mother neuroticism; 7 
marriage unsatisfaction; 8 depression/anxiety; 9 concentration difficulty; 10 aggression; 11 unstability; 12 self-esteem; 13 interpersonal problem; 
14 sociality

Table 5. Correlation with variables.

식사의 분위기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 모

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식사의 분위기에 따라 자

녀의 우울/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4.89, P＜0.01), 식사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인 집

단과 매우 긍정적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또한 주의집중곤란(F=6.19, P＜0.001), 정서불안

정(F=4.88, P＜0.01), 자존감(F=3.91, P＜0.01), 친구관

계 문제(F=2.67, P＜0.05), 사회성(F=7.69, P＜0.001)
에서도 가족식사의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인 집단과 

매우 긍정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
격성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7.21, P＜0.001), 매우 부정적, 부정적 집단과 매

우 긍정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가족식사의 구조/규칙  

가족식사의 구조/규칙 정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가족식사의 구조/규칙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곤란, 공격성, 정서불안정, 자존감, 친구관계

문제, 사회성 등 모든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4.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의 효과를 통제한 partial cor-
reltation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먼저 가족식사빈도는 가족식사의 우선성(r= 
0.51), 가족식사의 분위기(r=0.14), 가족식사의 규칙

(r=0.16)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식사 우선성은 

가족식사의 분위기(r=0.39), 가족식사의 규칙(r=0.22), 
가족 유대감(r=0.29)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

니 신경증(r=－0.15)과 아동의 우울/불안(r=－0.17)과
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족식사의 분위

기는 가족식사 규칙(r=0.36), 가족유대감(r=0.6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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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

Family meal 
frequency M (SD) Fa

Aggression

0 8.58 (6.24)

3.78*1∼4 5.07 (5.18)

5∼ 4.94 (5.09)

Unstability

0 5.50 (5.23)

4.15*1∼4 3.14 (3.41)

5∼ 3.04 (3.33)

*P＜0.05
Fa: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 (covariable is family bonding)

Table 6.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fam-
ily meal frequency after controlling family bonding 
(N=440).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

Family meal 
atmosphere M (SD) Fa

Depression/anxiety

Very negative 5.04 (4.93)

2.50**
Negative 4.81 (5.25)

Positive 3.87 (4.04)

Very positive 2.96 (3.02)

**P＜0.01
Fa: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 (covariable is family bonding)

Table 7.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fam-
ily meal atmosphere after controlling family bonding 
(N=440).

동의 자존감(r=0.14), 사회성(r=0.18)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 신경증(r=－0.22), 아동의 우울/불안

(r=－0.23), 주의집중(r=－0.20), 공격성(r=－0.24), 정

서적 불안정(r=－0.23), 친구관계문제(r=－0.19)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식사의 규칙은 가족유대감

(r=0.29)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유대감은 어머니 신경증(r=－0.28), 아동의 우

울/불안(r=－0.31), 주의집중(r=－0.30), 공격성(r=－0.38), 
정서적 불안정(r=－0.36), 친구관계문제(r=－0.2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동의 자존감(r=0.24), 사회

성(r=0.35)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 신경증은 아동의 우울/불안(r= 

0.24), 주의집중(r=0.18), 공격성(r=0.24), 정서적 불안

정(r=0.29), 친구관계문제(r=0.16)와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사회성(r=－0.23)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

막으로 결혼불만족은 아동의 우울/불안(r=0.16), 주의

집중(r=0.15), 정서적 불안정(r=0.14)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많은 변인들은 가족식사 패턴 

중 가족식사의 분위기와 가족유대감, 어머니의 신경

증 성향이었으며, 결혼불만족도 아동의 심리적 문제

와 일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공변량분석 

가족식사와 관련된 변인 외에도 가족유대감과 어

머니의 성격이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 각각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가족식사빈도 및 가족식사패턴이 아동의 심

리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가족유대감의 통제

(1) 가족식사빈도  

가족유대감 총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빈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을 보면, 아동의 공격

성(Fa=3.78, P＜0.05)과 정서불안정성(Fa=4.15, P＜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식사빈도가 

0회인 경우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불안정성이 매우 

높았으며 가족식사빈도가 5회 이상인 경우 공격성

과 정서불안정이 가장 낮았다. 이 외의 다른 변인들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가족식사의 우선성  

가족유대감 총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식사의 우선성에 따라 아동

의 심리적 문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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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Family meal 
frequency M (SD) Fa

Depression/anxiety

Very negative  5.04 (4.93)

3.52***
Negative  4.81 (5.25)

Positive  3.87 (4.04)

Very positive  2.96 (3.02)

Concentration 
 difficulty

Very negative  3.67 (3.55)

2.79**
Negative  2.89 (3.46)

Positive  2.61 (2.81)

Very positive  1.88 (2.40)

Unstability

Very negative  3.72 (3.71)

2.01*
Negative  2.94 (3.45)

Positive  2.74 (3.20)

Very positive  2.14 (2.62)

Sociality

Very negative 14.37 (2.04)

3.58***
Negative 14.63 (2.26)

Positive 15.03 (1.86)

Very positive 15.66 (1.52)

*P＜0.05, **P＜0.01, ***P＜0.001
Fa: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 (covariable is mother neuroticism)

Table 8.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family meal atmosphere after controlling mother 
personality (N=440).

(3) 가족식사의 분위기 

가족유대감 총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분위기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우울/불안

(Fa=2.5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

식사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인 경우 아동의 우울/불
안이 가장 낮았다. 그 외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가족식사의 구조/규칙 

가족유대감 총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의 구조/규칙 정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분

석한 결과, 아동의 모든 심리적 문제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 신경증 성향의 통제

(1) 가족식사 빈도 

어머니 신경증 성향을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빈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분석한 결과, 아
동의 심리적 문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2) 가족식사의 우선성 

어머니 신경증 성향을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의 우선성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분석한 결

과, 아동의 심리적 문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3) 가족식사의 분위기 

어머니 신경증 성향을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의 분위기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분석한 결

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을 보면, 아동의 

우울/불안(Fb=3.52, P＜0.001), 주의집중곤란(Fb=2.79, 
P＜0.01), 정서불안정성(Fb=2.01, P＜0.05), 사회성(Fb= 
3.58,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

식사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인 경우 아동의 우울/불

안과 주의집중곤란, 정서불안정성이 가장 낮고 사회

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식사의 구조/규칙 

어머니 신경증 성향을 공변인으로 하여 가족식사

의 규칙 정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를 보면, 아동의 친

구관계 문제(Fb=1.90, P＜0.05), 사회성(Fb=1.82, P＜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식사 구조와 

규칙에 대한 강조가 매우 높은 경우 대인관계 문제

가 가장 적었고 사회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외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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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 Family meal rule M (SD) Fa

Interpersonal problem

Very low 11.35 (4.27)

1.90*
Low 11.52 (4.82)

High 11.52 (4.44)

Very high 11.07 (4.30)

Sociality

Very low 14.68 (1.91)

1.82*
Low 14.52 (2.18)

High 14.79 (1.20)

Very high 15.17 (2.04)

*P＜0.05
Fa: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 (covariable is mother neuroticism)

Table 9.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 to family 
meal rule after controlling mother personality (N= 
440).

고 찰

본 연구는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가족동반식사의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아동의 심리

적 적응에 가족동반식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예비조사, 본조사를 순차

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가족동반식사에 대한 

인식 및 행태와 관련된 기초문항을 얻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필요한 기초문항을 설정

할 수 있었고, 어머니 성격 변인과 부부관계가 가족

식사 분위기와 가족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이를 측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식

사 실태와 관련하여 가족식사 시간은 주말 저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말 아침, 주말 점심, 평
일 저녁, 평일 아침의 순이었으며, 평일 점심은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평일보다는 

주말에, 점심이나 아침보다 저녁시간에 주로 가족식

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2008년 국민건강통계에서 저녁 때 가족식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식사 소요시간은 30분∼1시간이 70.3%로 가

장 많았다. 기존 연구들(예, Fulkerson 등 2006)에서

는 가족식사의 빈도만을 측정했는데, 본 연구는 실

제 식사 소요시간을 파악함으로써 식사 중 가족 간

의 상호작용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가족식사 시 분위기 주도는 온 가족인 경우

가 52.0%로 제일 높았지만, 개인적으로 비중을 구분

해 보면 어머니가 21.9%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가

족식사 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어머니가 자녀

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추정하게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목적인 가족식사빈도와 가

족식사패턴이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가족식사 빈도에 따라 자녀의 심

리적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족

식사 빈도가 0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 사이에

서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불안정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식사의 빈도가 많을수록 공격성

과 정서불안정의 문제가 더 적었다. 이는 가족동반

식사의 횟수 자체가 아동의 심리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식사패턴의 하위 변인 중 가족식사의 

우선성과 가족식사의 규칙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

족식사의 분위기는 자녀의 심리문제에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식사의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우울/불안, 주의집중곤란, 공

격성, 정서불안정, 친구관계문제가 적었고 자존감이

나 사회성은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식

사 시 식사의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심리

적 문제가 감소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극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자녀의 나이가 변인 간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녀 나이의 영향을 통제한 partial 
correlation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가족식사 분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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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대감, 어머니의 신경증 성향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가장 많이 상관이 있었으며, 결혼불

만족도 일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가족식사 분위기와 같은 가

족식사 변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 유대감이나 어머

니 성격과 같은 가족식사 외 다른 변인들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가장 많았던 가족유대감과 어머

니 성격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

시하여, 가족식사 변인이 자녀의 심리에 미치는 순

수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족유대감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식

사빈도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불안정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가족식사의 분위기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가족유대감의 영향을 배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가족식사빈도와 가족식사의 분위기가 아동의 심리

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어머니 신경증 성향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가족식사의 분위기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
안, 주의집중곤란, 정서불안정성, 사회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식사의 구조/규칙에 따라 친

구관계문제와 사회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성격, 특히 신경증 성향이 자

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

자 가족식사의 분위기와 규칙의 중요성이 더욱 크

게 드러남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유대감과 어머니 신경증 

성향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아동의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관계에 가족동반식사가 분명히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식사 빈

도와 가족식사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식사의 구조/
규칙이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서 가

족동반식사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주도적이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의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와 어머니의 관점이 모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가족동반식사 과정이 어떠한지를 실제 관찰하여 확

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만약 참여관찰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한

다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가족동반식사가 학령 아동의 인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가족동반식사가 학습을 포함

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고찰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

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된다면 

아동의 가족동반식사에 대한 종합적인 모델이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동반식사 시 섭취

한 음식의 종류나 영양성분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물리적 성분이 심리적 측면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면 가족동반식

사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와 식품영양학적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동반식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가

족동반식사의 횟수와 가족식사의 패턴, 특히 가족식

사의 분위기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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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가족유대감이나 어머니의 성격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식사 빈도와 가족식사의 분위기, 
구조/규칙 등이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식사의 빈도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완

화하는 데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현대생

활에서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각자 식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동반식사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자녀의 공격성과 정서적 불안정을 낮추는데 도움

이 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동반식사의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가족동반식사의 환경 중 다른 요인보다 식사의 

분위기가 자녀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식사의 분위기와 상

관관계가 높았던 가족유대감의 효과를 통제한 후

에도 가족식사의 분위기가 좋을수록 자녀의 우울/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성

격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식사 분위기가 자

녀의 여러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동반식사 시 식사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문제

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3. 어머니의 성격 변인을 통제하자, 가족식사의 규

칙이 일부 긍정적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사시간에 예절이나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

는 것이 자녀의 사회성을 높이고 대인관계 문제

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는 가족동반식사와 관련하여 아동의 심리

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상세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동반식사의 실

태 조사에 그치거나 가족동반식사가 자녀의 심리

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

라 한 문항 질문으로 단순하게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가족동반식

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 가족

동반식사는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가족의 전통

을 익히고 가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문제

를 해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등 중요

한 심리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가족

동반식사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적응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가족동반식사의 

기회를 늘리고 좋은 식사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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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GI 질문지

■ 우선 가족식사와 관련된 일반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횟수는 몇 번인가? 
- 가족동반식사는 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매일 이루어지는가? 주중에 이루어지는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가? 아침, 점심, 저녁 중 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 가족동반식사 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 가족만의 특별한 식사규칙이나 예절(의식)이 있는가? 
- 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 가족구성원의 식사 준비(장보기+준비+식탁 차리기+식사+설거지)는 주로 누가 준

비하는가?  

■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나 느낌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동반 식사 시, 분위기가 어떠하다고 느끼는가?
- 현재의 가족식사 시의 분위기에 만족하는가?
- 가족동반 식사를 하는 동안, 어떠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족동반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스케줄조정, 식단관리 등)

■ 가족식사 시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 가족동반 식사 시, 주로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주요 화제)가 나누어지는가?
- 주로 누가 이야기하는가? 
- 자녀와 대화하면서 칭찬/격려와 훈계/비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는 편인가?
- TV를 켜놓고 식사하는가? 
- 식사하면서 eye contact를 하는가? 
-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이 가족 간의 대화(나아가 가족 관계)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가족 식사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 아동이 가족과 함께 식사 할 때와 혼자 식사할 때의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생각나는 예가 있는가?
-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생각나는 예가 있는가?
-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녀의 지적능력, 학업성취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생각나는 예가 있

는가?
- 전체적으로, 가족동반식사가 자녀(그리고 가족)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마지막으로 가족식사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식사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