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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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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섭식통제상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서조급성의 두 가지
하위차원인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반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 조
급성, 긍정 조급성, 섭식통제상실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섭식통제상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정조급성을 높이는 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섭식통제상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높아진 긍정조급성은 섭식통
제상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정조급성
과 긍정조급성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상담에 대한 시사점,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섭식통제상실,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정서조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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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폭식증과 폭식 장애뿐만 아니라 신경성 식

서 론

욕부진증의 하위유형인 폭식 및 제거형의 진단기
최근 한국 사회에는 먹는 방송(먹방), 맛집 탐
방, 요리 프로그램 등 음식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상적 중요성을 가진다
(APA, 2013).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대중의 관

이처럼 DSM-5의 폭식 삽화 진단기준에 객관적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모지상주의

인 폭식과 주관적인 폭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가 날씬한 몸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두 유형의 폭식

내며, 과체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 체중인 사

을 구분하지 않고 폭식 삽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람들까지도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을 느끼고 과도

(Kukk & Akkermann, 2017). 하지만 객관적 폭식과

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주관적 폭식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은하, 김현준, 기민선, 2016). 이를 반영하듯, 국민

차이가 있는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건강보험공단(2019)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욕억

보고되면서, 이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Li et al., 2019). 객관적 폭

식욕억제제의 공급 금액이 2억원을 넘은 것으로

식과 주관적 폭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섭취

나타났다. 또한 섭식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한 음식의 양으로, 전자는 실제로 많은 양의 음식

인원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14.5%로 증가한

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섭식에

것으로 확인되었다(신대성, 2019).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폭식을 했다고 지각하지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만 사실은 많은 양의 음식을 소비하지 않음을 의

에서 2013년에 발행한 DSM-5에 따르면, 섭식장애

미하며 섭식통제상실이라고도 불리운다. 또 다른

(eating disorder)는 크게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차이점으로, 주관적 폭식을 하는 사람은 객관적

폭식증, 폭식 장애로 구분된다. 신경성 식욕부진

폭식을 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만성적인 심리적 문

증은 최소한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

제를 호소하고 심리치료에 덜 반응하여 예후가

하여 극단적으로 섭식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 특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atner & Clyne, 2008). 이와

징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적인 폭식삽화와 이

유사하게, Castellini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인

에 따르는 부적절한 보상행동(예. 자기 유발성 구

지행동치료가 객관적인 폭식에 비해 주관적인 폭

토, 지나친 운동, 이뇨제와 같은 약물의 남용) 등

식에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Hildebrant와

을 특징으로 하며, 폭식 장애는 보상행동 없이 반

Latner(2006)의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치료에 흔히

복되는 폭식 삽화를 특징으로 한다. 폭식 삽화는

사용되는 치료 기법인 자기관찰(self-monitoring)이

폭식, 즉, 일정 시간 동안(예. 2시간 이내) 대부분

주관적인 폭식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먹는 것보다 유의하

되었다.

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객관적인 폭식으로

더불어,

Fairburn(1986)이나

Rosen,

Leitenberg,

지칭됨) 그리고 삽화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조절

Fisher와 Khazam(1986)의 연구에 따르면, 폭식의 양

능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것(주관적인 폭식 혹은

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섭식통제상실을 경험한

섭식통제상실로 지칭됨)으로 특징지어진다(Grave,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우울과 심리적인 고통을

Calugi, & Marchesini, 2012). 이러한 폭식 삽화는 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s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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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의 연구에서는 신경성 폭식증을 앓고 있는

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Ward, Ramsay, &

임상 집단의 참여자 중 65%가 비 임상 집단의

Treasure, 2001; Vohs et al., 2001).

참여자와 비슷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 중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개인적

나타났고, Rossiter와 Agras(1990)의 연구에서도 동

요인은, 정서 관련 요인으로, 특히, 부정정서는

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보

폭식 삽화의 발생과 유지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으

고되면서, 객관적인 폭식보다는 주관적인 폭식,

로 알려져 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즉, 섭식통제상실(loss of eating control)이 신경성

먼저, Heatherton과 Baumeiter(1991)의 도피(escape

식욕부진증의 하위유형인 폭식 및 제거형, 신경성

theory)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스

폭식증과 폭식 장애의 주요 특성이라는 주장이

트레스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점차 지지를 받게 되었다(Niego, Pratt, & Agras,

느낄 때 폭식 삽화를 통해 음식에만 집중함으로

1996).

써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정서로부터 탈출하

이와 같이, 섭식통제상실은 식욕부진증, 신경성

고자 한다. 유사하게, Schore과 Schore(2008)의 정서

폭식증, 폭식 장애의 공통적 특징이며 비임상집단

조절이론에 따르면, 폭식 삽화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 경우에서도 자주 보고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조절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처전략이자 무의

중요한 개념이지만 객관적인 폭식의 양이나 폭식

식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조절 질환으로, 실제로 폭

빈도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Luce, Crowther, &

식 행동이 일시적으로나마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

Pole, 200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관

정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폭식 삽화

련 연구에서는 객관적 폭식과 주관적 폭식을 구

는 부적 강화를 통해 유지 혹은 증가하게 된다

분하지 않았고, 섭식통제상실을 측정하는 데 있어

(Haedt-Matt & Keel, 2011). 실제로, 여러 자기보고

타당한 심리측정 도구를 사용하기보다 개개인의

연구와 실험 연구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

연구자가 임의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박우

타났는데, 가령 부정정서를 많이 느끼고 감정조절

리, 권석만, 2017). 이에 섭식통제상실에 대한 연

에 어려움이 있으면 폭식 삽화 증상을 보이고 폭

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섭식통제

식 삽화 증상을 많이 보일수록 부정정서를 느끼

상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gras & Telch, 1998; Deaver

폭식의 양과 상관없이 섭식통제상실을 예측하는

et al., 2003; Meyer, Waller, & Waters, 1998; Russell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

et al., 2017; Whiteside et al., 2007).

금까지 폭식 삽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는 개

폭식 삽화가 부정정서와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인적 요인(예. 부정적 정서, 낮은 고통감내력, 낮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비슷한

은 정서인식명확성,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 낮은

맥락에서, 정서적 불안정성도 폭식 삽화의 예측

자존감, 완벽주의), 가족 요인(예. 부모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서적 불안정성(affective

신체이미지, 통제적인 양육스타일, 부모 애착, 미

liability)은 기분이 쉽게 바뀌는 경향을 의미하며,

분화, 권위적인 가정 분위기), 사회적 요인(마른

연구자들에 따라 기분 가변성(mood variability),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대중매체) 등이

기분 불안정성(mood instablity), 기분 기복(mood

확인되었다(김은하, 김현준, 기민선, 2016; 김은하,

swing), 정서적 변이(emotional instability) 등의 용어

이신영, 2016; 조희경, 이정윤, 2010; 정민, 2015;

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Kukk & Akk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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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서적 불안정성은 경계선 성격장애

구분된다(Cyders & Smith, 2008). 부정조급성은 부

(MacKinnon & Pies, 2006; Trull et al., 2008), 우울

정정서와 충동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부정정서를

(Thompson et al., 2012), 불안(Bowen et al., 206),

경험할 때 충동적으로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경향

자해(Selby et al., 2013), 자살 사고와 시도(Palmier-

성을 뜻하는 반면, 긍정조급성은 긍정정서와 충동

Claus et al., 2012) 등 다양한 정신 병리의 원인 중

성을 결합한 개념으로(Cyders & Smith, 2007), 긍정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으로 후회할 행동을 하

따르면, 정서적 불안정성은 폭음이나 폭식과 같은

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역기능적인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본 연구에서 정서조급성(부정조급성과 긍정조

는데(Anestis et al., 2010; Benjamin & Wulfert, 2005),

급성)을 매개 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 연구

그 이유는 감정 기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급격

를 통해, 정서적 불안정성이 정서에 기반을 둔 충

하게 변하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령,

못하고 이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Simons, Carey와 Wills(2009)에 따르면, 정서적 불안

때문이다(Selby, Anestis, & Joiner, 2008).

정성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이성적인(cool) 정보

정서적 불안정성이 폭식 삽화를 초래한다는 연

처리가 아닌 감정적이고 빠른(hot) 정보처리를 유

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관련 연구는 소수에

도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성이

불과하며 대부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을

높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

포함한 일반 성인들에게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한 맥락에서, Bruyneel, Dewitte, Franses과 Dekimpe

데는 한계가 있다(Kukk & Akkermann, 2017). 이에,

(2009)는 급격한 감정변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

정서적 불안정성이 섭식통제상실에 어떠한 영향

문에 통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폭식 삽화

고 주장하였다(Dvorak, Pearson, & Kuvaas, 2013). 둘

가 아닌 섭식통제상실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섭

째, 여러 연구를 통해 부정조급성이 문제성 음주,

식통제상실이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 개념

위험한 성관련 행동, 공격적인 행동, 게임중독, 폭

임에도 관련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식 행동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

특히, 부정정서가 섭식통제상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다(민정향, 2019; Cyders & Smith, 2008; Fischer,

는 결과는 보고되었지만(Berg et al., 2015), 정서적

Anderson, & Smith, 2004; Verdeo-Garcia et al., 2007;

불안정이 섭식통제상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Zapolski et al., 2010). 특히, 부정조급성은 충동성

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의 다른 하위요인인 계획결여나 감각추구 등을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

통제한 후에도 폭식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상실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나타났다(Anestis et al., 2009). 또한 박우리와 권석

위해 두 변인을 잇는 심리적 기제, 혹은 매개 변

만(2017)의 연구에서는 부정조급성이 섭식통제상

인으로 정서조급성(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을

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인식명

살펴보았다. 정서조급성은, 충동성의 하위요인으

확성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그 영향력이 큰 것으

로, 강렬한 기분을 느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로 확인되었다.

경향성을 의미하며,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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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또 다른 이유는 긍정

과 ‘통제’ 집단간의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조급성,

조급성의 경우 부정조급성에 비해 폭식 행동과의

긍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적지만, 긍정조급성도 충동

는지 살펴보았다.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Cyders & Smith,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2007) 정서적 불안정성에 의해 강해질 수 있기 때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문이다. 또한 긍정조급성이 높으면, 즉각적이고

못하고 이를 충동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욕구와

두드러진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적으로 즐겁

경향성, 즉, 정서조급성이 높아지고, 섭식통제상실

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 있

에 취약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서적 불안정성과

는 위험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 그리고 정서조급성의 두

구 결과(Flory, Rainer, & Smith, 2009)를 고려할 때,

하위유형(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을 함께 살펴

긍정조급성도 섭식통제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

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하위유형들이

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상실을 매개하는지에

구로, 폭식 행동이나 섭식통제상실에 대한 연구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는 아니지만, 긍정조급성은 폭음, 약물사용문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도박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경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우, 장혜인, 2018; Flory, Rainer, & Smith, 2009;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구조방정식

Ramakrishnan et al., 2019). 위와 같이 정서조급성

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

즉,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을 매개변인으로 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조급성은 정서적 불안

정하여 각각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매개변

정성과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앞

둘째, 긍정조급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

서 말했듯이,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이 정서조

상실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급성의 하위개념으로써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기

는 정서조급성의 유형에 따라 정서조급성이 정서

때문에 순수한 각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에 미치는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섭식장애’ 집단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섭식통제상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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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위한 효율적인 치료개입을

(201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적 불안정성 척도-단축판(Affective Lability Scale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 3

개의 하위요인(‘불안/우울’, ‘우울/들뜸’, ‘분노’)으

방 법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매우 해당된다)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황성훈(2015)이 보고한 이 척도의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온․오프라

구에서는 .94였다.

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설문
지의 경우, A대학교 대학생 중 설문참여에 동의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부정조급성과 긍정조

에 참여해준 대상자들에게는 보상으로 다과를 나

급성을 측정하기 위해 Whiteside와 Lynam(2001)이

누어주었다.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식이장애관련

개발하고 Lynam, Whiteside, Smith와 Cyders(2006)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수정하고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한국어로 번안

안내한 후, 설문지의 URL주소를 게재하는 방식으

및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로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온라인 설문참여자의 선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착순 100명까지 보상으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척도는 총 59문항, 5개 하위 요인(부정조급성, 계

그 결과, 총 453명의 일반 성인이 연구에 참여하

획 결여, 인내 결여, 감각 추구, 긍정조급성)으로

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정조급성과

한 45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

긍정조급성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들의 성비는 남자 79명(17.6%), 여자 371명(82.4%)

문항은 4점 척도(1=매우 동의함, 4=매우 동의하

이었고, 연령은 만으로 10대 22명(4.9%), 20대 279

지 않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임선영과 이

명(62.0%), 30대 118명(26.2%), 40대 21명(4.7%), 50

영호(2014)의 연구에서 부정조급성과 긍정 조급성

대 10명(2.2%)이었다. 참여자 중 전문가로부터 진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단받거나 자가진단으로 섭식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85와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1과 .96으로 나타

‘섭식장애’ 집단은 122명(27.1%)이고, 섭식장애가

났다.

없다고 보고한 ‘통제’ 집단은 328명(72.9%)이었다.
섭식통제상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섭식통제상실을 측정

측정 도구

하기 위해 Blomquist, Roberto, Barnes, White, Masheb
정서적 불안정성

과 Grilo(2014)가 개발하고 박우리와 권석만(2017)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

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섭식통제

정하기 위해 Harvey, Greenberg와 Serper(1998)가 개

상실 척도(Eating Loss of Control Scale)를 사용하였

발하고 Oliver와 Simons(2004)가 축약하고 황성훈

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식이 습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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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된다(Hu & Bentler, 2002).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

있다. 각 문항은 해당 섭식 경험과 관련된 횟수를

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기재하게 한 후 그에 대한 강도를 0(전혀 그렇지

실시하였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정조급성을 통

않다)에서 10(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해 섭식통제상실로 가는 매개 경로와 긍정조급성

있다. Blomquist et al.,(201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을 통해 섭식통제상실로 가는 매개 경로의 효과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

크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섭식장애’ 집단과 ‘통

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제’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 과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의 기술통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계량을 확인하고, 상관분석, 편상관분석 및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AMOS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과 상관분석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

2

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x 를 확인함과 더불어

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불안정성은

2

샘플의 크기에 민감한 x 의 특성을 감안하여 CFI,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과 유의한

TLI, N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CFI, TLI, NFL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

되고,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식통제상실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조급

양호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

성과 긍정조급성은 섭식통제상실과 유의한 정적

표 1.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
1
1. 정서적 불안정성
2. 부정조급성
3. 긍정조급성
4. 섭식통제상실

**

.544

**

.300

**

2

3

4

-

-

-

-

-

**

.523

**

-

**

.595

.533

.218

-

M

42.289

30.671

30.787

89.662

SD

12.433

9.291

11.187

52.614

왜도

.083

-.038

.357

-.115

첨도

-.481

-.889

-.608

-1.256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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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조급

2와 같이, 긍정조급성을 제외한 정서적 불안정성,

성과 긍정조급성이 높을수록, 섭식통제상실이 높

부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

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조급성과 긍정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급성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섭식장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정서적 불

안정성, 부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편상관분석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간에 유의한 정적 상

측정모형 검증

관이 나타나 다른 조급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
에서 부정조급성 및 긍정조급성과 섭식통제상실

구조(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하

해당하는 잠재 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측정모

였다. 그 결과, 부정조급성을 통제했을 때 긍정조

형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내에 포함된 잠

급성은 섭식통제상실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재 변인들 중 정서적 불안정성의 경우 하위요인

(r=-.085, ns), 긍정조급성을 통제했을 때 부정조급

이 존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측정 변인을 구성하

성은 섭식통제상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였으며,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의

으로 나타났다(r=.504, p<.001). 이는 부정조급성의

경우 단일차원이기 때문에 문항묶음(item-parceling)

고유한 특성은 섭식통제상실과 관련이 있는 반면

을 실시하여 각각 3개씩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

긍정조급성의 고유한 특성은 섭식통제상실과 관

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

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로 나타났다[Χ (48)=142.922, p<.001, CFI=.980,

2

TLI=.972, NFI=.970, RMSEA=.066]. 각 잠재변인

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섭식장애’ 집단과 ‘통제’ 집단

계수 .78∼.96로 p<.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
‘섭식장애’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차이를 살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

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변인의 각 측정변인들이 적합하게 구성되었기 때

표 2. ‘섭식장애’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차이 분석

주.

전체

‘섭식장애’ 집단

‘통제’ 집단

(n=450)

(n=122)

(n=328)

M(SD)

M(SD)

M(SD)

정서적 불안정성

42.289(12.433)

49.910(11.181)

39.463(11.665)

8.512***

부정조급성

30.671(9.291)

35.254(9.001)

28.948(8.740)

6.303***

긍정조급성

30.787(11.187)

31.910(11.719)

30.396(10.969)

1.242

섭식통제상실

89.662(52.614)

124.451(41.179)

76.528(50.452)

10.39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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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

정서적 불안정성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

***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 불안/우울

1.818

.097

.780***

→ 우울/들뜸

1.698

.090

.920***

→ 분노

1.000

→ 부정조급성1

1.132

.047

.863***

→ 부정조급성2

1.232

.046

.932***

→ 부정조급성3

1.000

→ 긍정조급성1

1.173

.047

.835***

→ 긍정조급성2

1.310

.044

.920***

→ 긍정조급성3

1.000

→ 섭식통제상실1

.721

.023

.868***

→ 섭식통제상실2

.917

.020

.964***

→ 섭식통제상실3

1.000

.784

.861

.916

.955

p<.001

문에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는

영향력을 통제하면 섭식통제상실에 상반되는 영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의 매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연구)모형 검증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대로 bootstrapping

구조(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조(연구)
2

기법을 사용하여 유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 (49)=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정조급성의 매

234.298, p<.001, CFI=.961, TLI=.947, NFI=.951,

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746∼1.352로 0을 포함

RMSEA=.092]. 또한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한 바와

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같이, 구조모형 내 직접 경로들의 계수를 살펴보

는 정서적 불안정이 섭식통제상실에 이르는 직접

면, 먼저,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섭식통제상실, 부

경로가 유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조급성이

정조급성, 긍정조급성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모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를 부

두 다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

분매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긍정

정조급성에서 섭식통제상실로 향하는 경로는 정

조급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194∼

적으로 유의한 반면에 긍정조급성에서 섭식통제

-.00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

상실로 향하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섭식통

나타났다. 즉,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은 서로의

제상실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다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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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01
그림 2. 구조모형 검증(표기된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정서적 불안정성

→ 섭식통제상실

2.034

.228

.520***

정서적 불안정성

→ 부정조급성

.408

.031

.629***

정서적 불안정성

→ 긍정조급성

.324

.044

.367***

부정조급성

→ 섭식통제상실

1.609

.318

.267***

긍정조급성

→ 섭식통제상실

-.450

.184

-.102*

주. *p<.05,

***

p<.001

표 5. 매개(간접)효과 Bootstrapping 검증
경로

간접효과

SE

BC 95% CI

정서적 불안정성 → 부정조급성 → 섭식통제상실

1.034

.153

.746 ∼ 1.352

정서적 불안정성 → 긍정조급성 → 섭식통제상실

-.099

.048

-.194∼ -.006

주.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계수임.

미루어볼 때, 긍정조급성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통제상실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은

논 의

직접적으로 섭식통제상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부정조급성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도 높은 수준
의 섭식통제상실을 야기하는 반면에, 긍정조급성

본 연구에서는 최근 폭식 삽화의 핵심 요소가

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섭식통제상실이 감소할

폭식의 양이나 빈도가 아닌 섭식통제상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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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섭식통제상실에 초

는 부정정서와 더불어 급격한 기분 변화도 폭식

점을 맞추고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

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Greenberg &

였다. 특히, 섭식통제상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Harvey, 1987; Yu & Selby, 2013)와 그 맥을 같이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완화시키기

한다. 또한 폭식삽화를 보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

위한 대처전략이자 정서조절 질환이라는 점을 고

은 사람보다 기분의 변화를 많이 느낀다는 선행

려하여(Haedt-Matt & Keel, 2011), 정서적 불안정성

연구(Johnson & Larson, 1982)의 결과와도 일맥상통

이 섭식통제상실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한다. 이에 대해, Anestis et al.,(2010)은 지속적으로

한 전문가로부터 진단받거나 자가진단으로 섭식

급격한 감정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섭식장애’ 집단과 섭식장

을 예측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이를

애가 없다고 보고한 ‘통제’ 집단간 정서적 불안정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

성,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의 크기

성이 높은데, 음식을 감정조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하여 통제할 능력을 상실할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어떤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적 불

심리적 기제를 통해 섭식통제상실에 영향을 미치

안정성이 폭식 삽화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기

는지 알아보기 위해 충동성의 한 요소로 강렬한

존의 연구와 달리 폭식의 양과 상관없이 정서적

정서 경험을 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

불안정성이 섭식통제상실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을 의미하는 정서조급성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부정정서뿐만

식통제상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아니라 감정 기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섭식

본 연구에서는 조급성의 두 하위유형인 부정조급

통제상실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Kukk &

성과 긍정조급성 중 부정조급성에만 주목했던 선

Akkermann, 2017), 섭식 관련 문제를 치료하는데

행 연구와 달리, 긍정조급성의 매개 효과도 함께

있어 부정정서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시간의 흐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논의

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 변화와 굴곡에 대해 탐

하면 다음과 같다.

색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

우선, 전문가로부터 진단받거나 자가진단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섭식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섭식장애’ 집단과 섭

둘째, 부정조급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식장애가 없다고 보고한 ‘통제’ 집단을 나누어 정

부정조급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제상실간

서적 불안정성, 부정조급성, 긍정조급성, 섭식통제

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 부

이러한 결과는 부정조급성이 부정정서와 충동성

정조급성, 섭식통제상실이 ‘섭식장애’집단에서 유

을 통합하는 개념이라는 점(Haedt-Matt & Keel,

의하게 큰 결과를 나타낸 반면, 긍정조급성 점수

2001) 그리고 부정조급성이 폭식삽화의 핵심 위험

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요인이며(Pearson et al., 2014) 더 나아가 섭식통제

았다. 이 결과는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이 상이

상실과 관련이 있다는 박우리와 권석만(217)의 연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구 결과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이

다음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이 섭식통제상실과

에 대해, Dvorak, Pearson과 Kuvass(2013) 및 Simos,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Carey와 Wills(2009)에 따르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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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은 급격한 기분 변화로 인해 정서 관련

펴보면, 부정조급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강렬하

조급성을 느끼고, 이러한 조급성은 차분하고 이성

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대처하거나 회피하기

적인 정보 처리 보다는 빠르고 감정적인 정보처

위해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이

리를 초래하여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과정에서 음식에 집중하여 통제력을 상실할 수

설명하였다.

있다. 이에 반해, 긍정조급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

셋째, 긍정조급성도 정서적 불안정성과 섭식통

조급성과 달리, 자신이 강렬하게 경험하는 긍정적

제상실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 목

타났는데, 긍정조급성은 부정조급성과는 반대로

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미루어볼 때 긍정조급

섭식통제상실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성이 섭식통제상실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되었다. 즉,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높아진 긍정조

섭식행동을 지속함으로써 긍정조급성이 긍정적인

급성은 부정조급성과 달리 섭식통제상실을 감소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 증폭시키는 작용(정적 강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상관분

화)을 하지 못한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석의 결과와 다른 결과로, 상관분석에서는 긍정조

좀 더 보충하면, 섭식이란 영양분을 공급할 목

급성이 섭식통제상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적으로 음식과 같은 영양분을 소비하는 과정이며,

으나, 매개모형 검증에서는 긍정조급성이 낮은 수

우리 신체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방조직의

준의 섭식통제상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 증가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렙틴의 분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관

비로 식욕을 감소시키는 시스템(Friedman, 2002)을

분석과 달리, 매개모형 분석에서는 부정조급성과

가지고 있다. 즉,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신체

긍정조급성간의 정적 상관 경로가 포함됨으로써

는 일정량을 섭취한 후에는 멈추도록 되어 있기

두 유형의 조급성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특성(예.

때문에, 다른 문제 행동(예, 과도한 음주 및 도박

충동성)이 통제되고 두 조급성의 순수한 효과가

등)처럼 더 많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먹더라도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매개모형 분석에서 나

그만큼의 긍정적인 기분이 증폭되거나 확장되지

타난 결과는 두 조급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

않는다. 이러한 섭식의 특성이 섭식통제상실을 충

성이 섭식통제상실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

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또한 긍정조급성과 과도한 음주에 대한 선행연

연구의 편상관분석에서는 부정조급성을 통제한

구(Cyders et al., 2007)를 살펴보면 긍정조급성은

상태에서 긍정조급성과 섭식통제상실간에 유의하

오직 음주동기와 기대(즉, 긍정기분 강화 혹은 자

지 않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만,

신을 더 사회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긍정조급성과 섭

는 기대)를 가진 문제음주자의 과도한 음주에 대

식통제상실간의 부적 관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

한 변량만을 설명하였다. 즉, 다시 말해 긍정조급

하였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았다는 점(β=-1.02,

성은 문제행동에 대한 동기와 기대가 있을 때만

t=-2.446, p<.05)을 고려할 때, 긍정조급성이 섭식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통제상실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다. 이를 문제적 섭식행동(섭식통제상실)에 대입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자면, 섭식통제상실이 스스로를 더 사회적이고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의 차이점에 대해 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동기와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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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 때문에(이정현, 2011), 이를 근거로 긍정조급

담자의 공감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수용전념치료

성과 섭식통제상실간 부적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나 변증법적 행동치료(Linehan, 1987)를 적용하여

긍정조급성이 폭음, 과도한 도박, 과도한 쇼핑

정서 인식, 수용, 정서표현, 의사소통, 고통인내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Billieux et al., 2008;

대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김은

Fischer et al., 2007; Simons, Carey, & Wills, 2009;

하, 김도연, 2016). 셋째, 부정조급성이 높은 내담

Smith et al., 2007)와 비교해보았을 때, 위와 같은

자의 경우, 부정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문제행동의 경우 얻게 되는 이차적 이득 및 정적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부

강화가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조급성이 충동적 행

정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예. 일기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쓰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을 배우고 이를 사용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 장면에서 가지는 함의

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긍정조

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식과 관련된 문제를 호

급성이 높은 내담자는 섭식통제상실을 경험하지

소하는 내담자의 경우, 폭식의 양이나 빈도와 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

불어 음식을 먹는 동안 통제력을 얼마나 유지 혹

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

은 상실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담자가 얼마나 부정조급성을 경험하는지 탐색하

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객관적 폭식과 주관

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상담 목표를 세우는

적 폭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

것이 중요하겠다.

한 상담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mith,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Marcus와 Kaye(1992)의 연구에서 행동주의에 기반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의 종류에 따라 부정조급

한 개입은 객관적인 폭식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

성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과가 있었지만, 주관적 폭식 증상은 인지적 재구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조급성은 일반화된 부정정

조화 이후에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서에 대한 충동적인 경향을 측정한다는 한계점이

고려할 때, 섭식통제상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

있다. 예를 들어, 슬픔, 죄책감, 무기력감을 잘 표

지적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서적

현하지만 분노는 억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안정성이 섭식통제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본

분노는 잘 표현하지만 슬픔이나 미안함을 쉽게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내담자가 얼마나 긍정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최해연, 민경화, 이

혹은 부정정서를 경험하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동귀, 2008). 후속 연구에서는 부정정서의 종류에

감정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따라 부정조급성이 섭식통제상실에 어떠한 영향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 내담자로 하여금 1~2주

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

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게 하여 감정 변화의 폭

구에서는 부정조급성과 긍정조급성이 섭식통제상

과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감정 변화

실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지만, 두

를 많이 느끼는 내담자의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

유형의 조급성과 섭식통제상실 사이를 잇는 매개

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섭식통제상실을

변인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

경험하지 않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 불

구에서는 감정표현양가성이나 스트레스 및 감정

안정성이 높은 내담자는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

대처전략 등과 같이 부정조급성 혹은 긍정조급성

에 대한 기술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

과 섭식통제상실 사이를 잇는 매개변인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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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유형의 조급성이 ‘왜’ 혹

히려 이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그

은 ‘어떻게’ 섭식통제상실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불안정성

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

이 높은 내담자를 상담할 시 이들의 부정조급성

서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과 긍정조급성의 수준을 탐색하고 이에 따라 개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

입을 구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부정조급성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이들이 건강한

또 다른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조급
성과 섭식통제상실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매개모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형 결과(유의한 부적 상관)와 편상관분석 결과가
(유의한 상관이 없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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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ffective lability affects the loss of eating control, and the
positive urgency and negative urgency which are two sub-dimensions of emotional urgenc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lability and the loss of eating control. For this, a total of 450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included the measures of emotional lability, negative urgency and positive urgency, and loss of
control related to eating.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revealed that affective lability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loss of eating control and indirectly affected the loss of eating control through increased negative
urgency. In contrast, although affective lability was related to increasing the positive urgency, positive urgency
was found to decrease loss of eating control. Based on those results, we discussed the differences and causes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positive urgenc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Loss of eating control, affective lability, negative urgency, positive urgency, emotional u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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