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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층의 우울 및 가족 기능도 평가에 가족 식사 시간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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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on Early Adolescents’ Assessment of Their Depression and
Family Function
Sonjae Kim1, Eun Jung Choi1,*, Sang Yeoup Lee2, Haegyun 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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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aedong Hospital; 2Family Medicine Clinic and Research Institute of Convergence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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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and family structure on family functioning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275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Gangdong-gu district, Seoul. APGAR scores and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scale were used to measure family functioning and depression level, respectively, along with six more questions to
collect data on family structure, family mealtimes, and adolescents’ reasons for avoiding family meals.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t-test, one-way
ANOVA and twoway ANOVA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family structure and sex on family functioning and
depression levels.
Results: The analyses revealed that family structure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arental presence and educational attainment did not influence
family functioning or adolescent depression, while variables related to family mealtime influenced both depression level and family functioning.
Results also showed that females were more vulnerable to depression.
Conclusion: It was concluded that having family time during meals improves family functioning and helps decrease depression levels of adolescent
family members. Therefore, parents should take care that they have regular family mealtimes with children, especially female children, during their
adolescence.
Keywords: Mealtime; Family Functioning; Adolescent; Depression

서론

혀짐으로써 가족 기능의 정도와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가족의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건강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가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1차의

한 요소로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가 주목 받아 왔으며 또한 부모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가정의학에서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과제

의 존재와 같은 가족구조나 부모 학력 수준 등의 환경적 요소가 가

가 되어 왔다. 가족의 영향이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

족 기능과 가족 구성원, 특히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강뿐 아니라 신체질환의 상당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있는 변인으로 조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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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가족 간 유대를 나

학년(초기 청소년기) 총 27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했다. 275매를 회수

누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족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2명을 제외한 273명을 최종분석에 활용

자녀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더 적은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

위험 행동과 정신건강 문제를 보인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하
지만 외국에서 수행된 가족 식사에 대한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들이

2. 변수 설명(측정 도구 및 절차)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유효한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

1) 가족 식사 시간의 측정

여러 선행된 연구 결과들을 참조하여3-5) 가족 식사 시간을 효율적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았다.
부모의 존재, 학력 정도와 같은 가족구조나 환경적인 요소가 가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가족 식사 시간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질문

족 기능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항목을 개발하였다. 통상 가족 식사 시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2)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가족이 급격히 핵가족화되고 고학력화된

있는 가족 식사 횟수 대신 주중에 가족끼리 보낸 총 식사 시간을 질

최근의 한국 가정에서 가족 구조와 가정환경 등의 구조적 요인이

문 항목으로 포함하여 가족 간 소통 시간을 얼마나 갖는지 분석하

같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시된다.

도록 하였다. 또한 주말에는 주중 식사 시간보다는 부모-자녀간의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기 학생들의 가족 식사 시간과 가족 기능

평균 식사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토, 일) 동안의

및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족 식사 횟수를 물어 얼마나 가족끼리의 소통 시간을 갖고자 노

특별히 서울 강동 지역의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력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한편 가족 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

를 실시함으로써 비록 제한된 표본이지만 중등생이 체감하는 가족

의 여가시간 활용, 친구들과의 교제 등 사회성 변수와 학원 및 기타

기능의 건전성과 우울 정도가 가족 식사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

활동 등 개인의 성취 욕망 및 부모님과의 관계 등 가정 내에서의 구

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핵가족화되고 고학력화된 최근의

성원 간 관계 변수를 포함하여 응답자의 다양한 특성(사회성, 성취

한국 가정에서 여전히 부모의 존재 및 가정 환경과 같은 구조적 변인

욕구, 부모님과의 관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변수로 포함하

이 가족 기능과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였다.

방법

2) 응답자와 부모의 환경적 변수

가정 환경, 즉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가족 구조가 응답자의 정신
건강이나 가족 기능 지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

1. 연구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지 내 한 남녀혼합중학교를 선정해 1, 2

되는데 이러한 변수가 실제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 부모의 학
력 수준과 가족 구조를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
교 졸업 미만을 최소 단계로 대학교 졸업 혹은 그 이상을 최대 단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Category

Case

Female
Male

로 3단계로 구분하였고 가족 구조는 양측 부모/맞벌이, 양측 부
모/1인 취업, 양측 부모/2인 무직, 한 부모로 구분하여 부모의 존부

Sex
94 (34.4)
179 (65.6)

와 경제적 영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Family structure
Both parents/both working

166 (60.8)

Both parents/one working

84 (30.8)

Both parents/no one working
One parent

2 (0.7)

가족 식사 시간과 학생들의 가족 환경이 가족 기능과 정신건강에

21 (7.7)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 기능도 지수와 아동우울척도를

Father’s education level
≥University graduate

175 (68.6)

High school graduate

75 (29.4)

<High school

5 (2.0)

Mother’s education level
≥University graduate

174 (69.0)

High school graduate

73 (29.0)

<High school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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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기능 및 정신건강에의 영향 측정(평가)

5 (2.0)

사용하였다.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s)는 학생 개별의 가족 기능
평가로서 Smilkstein 등6)이 제안한 가족 기능도 지수 질문표를 번역
해 그대로 적용했다. 적응도(adaptation), 협력도(partnership), 성장도
( growth), 애정도(affection) 및 친밀도(resolve)로 구성된 다섯 항목의
가족 기능에 대한 질문을 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자의 만족도를 선
Korean J Fam Pract. 2020;10(3):215-222

KJFP

김선재 외. 가족 식사 시간이 가족 기능 및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택하게 하였다. APGAR scores는 각 질문의 답변이 “거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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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끔 그렇다”와 “거의 항상 그렇다”로 되어 있는 표를 사용해 이것
에 각각 1점, 2점, 3점의 점수를 주었다. 총점은 다섯 항목의 점수를

1. 가족 기능 지수와 아동 우울 척도 측정 결과 및 가족 식사 시간

합해 가장 낮은 5점에서 15점까지 분포하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아

빈도 관찰 값

동청소년기 우울증 선별과 학교 정신보건사업 및 역학조사 등에 널

각종 변인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여 응답자가 평가한 가족 기능

리 사용되고 있는 아동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지수의 전체 평균은 13.04로서 응답자들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

CDI)를 설문지에 포함해 응답자 개개인의 우울 증상과 수준을 파

였다. CDI는 평균 10.76으로 외국소아집단의 평균인 9보다는 높은

악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CDI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편차도 다소 높았다.8) 그리고, APGAR,

보고형 검사로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7–17세의 소아연령에 맞

CDI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한

게 변형시킨 것이다. 지난 2주 동안의 상태를 0–2점의 Likert 척도로

결과 상관계수가 -0.543으로 나타났다(P<0.05). 두 변수 간에 상관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수가 0.5를 넘어서는 경우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이루어 APGAR 점

외국의 정상소아를 대상으로 평균값은 대략 9점 정도이며, 표준편

수가 높으면 CDI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PGAR는 건강

차는 약 7점 정도이다.7)

한 가정 기능을 갖는 좋은 지표로, CDI는 우울 지수를 반영한 부정
적 지표로 변인에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2).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IBM

응답자 중 주중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데 보낸 총 시간은 응답자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가족 기능과

273명 중 130명(47.6%)이 2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2시간에

우울 정도의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고, 가족 구조

해당하는 응답자는 55명(20.1%)에 해당하였다. 30분 이하 응답자는

와 가족 식사 시간 관련 변인에 따른 가족 기능과 우울 정도의 차이

40명(14.7%)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1시간 이상 가족들과 식사를

검정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주일 동안 혼자서 식사한 회수는 2회 미

리고 성별과 식사 관련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

만이 141명(51.6%), 3회 이상–5회 미만이 77명(28.2%), 6회 이상–10회

배치 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해 분석하였고 가족 기능도

미만이 25명(9.2%), 10회 이상이 18명(6.6%)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들

와 청소년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간 혼자 식사한 횟수는 2회 이하로 나타났다.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성

주말 동안에 가족과 함께 식사한 횟수도 0회–1회가 22명(8.1%), 2

검정을 위해서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회–3회가 89명(32.6%), 4회–5회가 65명(23.8%), 5회 이상은 97명
(35.5%)으로 나타났다.

Table 2. Observed APGAR & CDI values and verification of correlation
Categor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APGAR

5

15

13.04

CDI

0

46

Correlation Coefficient
APGAR

CDI

2.727

1

-0.543

10.76

9.627

-0.543***

1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0.001.

***

Table 3.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APGAR and CDI by sex
Category
APGAR

Sex
Male
Female

CDI

Male
Female

Number

Mean

Standard deviation

t

P-value

179

13.17

2.784

1.147

0.252

94

12.77

2.609
-4.419

<0.001

179

8.93

8.656

94

14.23

10.442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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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차이에 따른 가족 기능 지수 및 우울 지수에의 연관

로 나타났다(P>0.05). 이는 모계 학력 수준 및 취업 여부와 부계 학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가족 기능도와 우울 지수의

력 수준 및 취업 여부가 학생의 가족응집력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

미친다9)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상이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자들

시한 바와 같다. 먼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가족 기능

의 표본집단에서 대학교 졸업 및 양측 부모 그룹에 소속되는 대상

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소 가족 기능

자가 70%–90%에 달하여 대상자 그룹의 가족 구조 변인 영향이 통

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계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표본에서 보듯이 서울 지역

않았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른 가족 기능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가정의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부모의 소득 활동

다(P>0.05).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

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일 것으로

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추정되는 특정 지역(서울 강동)에서는 가족 구조적 요인이 독립 설

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따라서 성별에 따

명변수로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른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4. 가족 식사 시간과 가족 기능도 지수 및 우울 지수에의 연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가족 식사 시간에 따른

3. 가족 구조와 가족 기능 지수 및 우울 지수에의 연관

부모의 존재 및 부모의 경제 활동 구조와 부모의 교육 수준은 가

가족 기능도 지수 및 우울 지수 차이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Table 5

족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결정 짓는 주요한 가족 구조로서 설문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들과 식사하는 총 시간에 따라 가족 기능

사에서는 APGAR scale과 CDI scale 을 종속변수로 부모 교육 수준

도 지수와 CDI가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가족

및 부모 교육 수준 변수들과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일원변량분석

과 함께 한 식사 횟수에 따른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one way ANOVA)을 통해 검증한 통계분석 결과(Table 4), 부모의 존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및 부모의 경제 활동 구조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각각
유의미한 통계치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구조는
가족 기능과 우울 지수로 측정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

Table 5. APGAR and CDI score changes by influences of meal time
variables

지 않는 것으로 즉 부모 존재에 따른 영향 차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부모님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모두 없는 것으

Table 4. APGAR and CDI changes caused by structural differences
Category

Category

APGAR

CDI

0–1/2 hour

11.00

17.40

1/2–1 hour

12.64

10.60

1–2 hour

12.91

11.68

More than 2 hours

13.86

8.34

F value

13.401

10.134

P-value

<0.001

<0.001

Total family meal time during the weekdays

APGAR

CDI

Both parents/both working

12.94

10.48

Both parents/one working

13.32

10.76

Both parents/no one working

15.00

4.00

1–2 times

13.55

9.06

One parent

12.52

13.48

3–5 times

12.88

11.64
13.32

Family structure

Total number of times eating alone during
the week

F value

0.592

0.929

6–7 times

11.84

P-value

0.416

0.427

8–10 times

12.50

11.82

More than 10 times

11.72

16.06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1.60

19.60

F value

3.831

3.177

High school graduate

13.19

11.57

P-value

0.005

0.014

≥University graduate

12.98

10.24

F value

0.813

2.580

P-value

0.445

0.078

Mother’s education level

Reason for excuse of family meals
(from adolescents)
To have personal time

12.63

13.51

To eat with friends

13.06

8.09

13.33

8.85

8.75

22.50

13.23

10.94

<High school

11.40

13.60

For private institute or after-school activities

High school graduate

13.49

11.25

Not familiar with family meals

≥University graduate

12.91

10.32

Any other reasons

F value

2.074

0.466

F value

3.278

4.424

P-value

0.126

0.628

P-value

0.012

0.002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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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uence of family meal time during
the weekdays to APGAR
Female
14.02
Male

16.00
14.00

B

25.00

12.94

Female
Male

24.89

13.57

12.86

11.19

Influence of family meal time during
the weekdays to CDI
30.00

20.00

11.82

10.00

CDI

APGAR

12.0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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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14.81

13.47

15.00

12.11

15.23

8.00

10.00

6.00

5.00

9.63

8.97

6.27

4.00
0 1/2 h

C

1 2h
More than 2 h
1/2 1 h
Family meal time (weekday)

Influence of eating alone during the week to APGAR
16.00
14.33

14.00

12.91
13.24

D

Female
Male

1/2 1 h
1 2h
More than 2 h
Family meal time (weekday)

Influence of eating alone during the week to CDI
35.00

Female
Male

30.00

29.25

12.79
12.13

12.87

25.00
11.89

11.40

CDI

APGAR

12.00

13.75

0 1/2 h

10.00
8.00

19.60

20.00
15.00
10.00

8.00

6.00

5.00

15.67

14.05
12.08
10.62

12.29
10.38

9.13

7.20

4.00
1 2 times 3 5 times 6 7 times 8 10 times More than
10 times
No. of alone meal (week)

E

Influence of family meals over the weekend to APGAR
16.00
14.00

Female
Male

13.47

Female
Male

25.00

12.81
10.91

Influence of family meals over the weekend to CDI
25.27

14.02
13.42

20.00

12.51

CDI

APGAR

F
30.00

13.32

12.00

1 2 times 3 5 times 6 7 times 8 10 times More than
10 times
No. of alone meal (week)

10.00
9.64

15.33

15.00

8.00

10.00

6.00

5.00

13.59

16.27

9.94
10.93
6.85

7.03

4 5 times

More than
5 times

4.00
0 1 time

2 3 times

4 5 times

No. of family meal (weekend)

More than
5 times

0 1 time

2 3 times

No. of family meal (weekend)

Figure 1. Influence of family meal time related variables to APGAR and CDI. Figures plot various kinds of meal time variables to mean values of APGAR and CDI. (A) Plots average scores of male and female APGAR according to family meal time during the weekdays. As family meal time increases during the weekdays, the average of APGAR scores increases regardless of gender. (B) Plots average scores of CDI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ccording to the family meal time during the weekdays. As family meal time increases during the weekdays, the average of CDI value decreases progressively regardless of gender. (C) Plots average scores of male and female APGAR according to the number of alone meal during the week. As the number of alone meal during the week increases, the average of APGAR decreases in general.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gender variables and APGAR scores (two way ANOVA, n=178, P<0.05). (D) Plots the average of CDI value of male and fema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alone meals during the week. As the number of alone meal increases, the average CDI values increases regardless of
gender. (E) Plots the average male and female values of APGAR scor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weekend family meals. The average tends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weekend family meals increases. (F) Plots the average male and female values of CDI according to the number of weekend family meals. The average tends to decrease as the number of weekend family meals decreases.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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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raction between sex and meal time variables
Category
APGAR

Variable

Mean square

F value

P-value

*

Sex total family meal time
Sex* eating alone during the week
Sex* meals over the weekend

CDI

Sex* total family meal time
Sex* eating alone during the week
Sex* meals over the weekend

3.142

0.482

0.695

20.376

2.952

0.021*

4.738

0.717

0.542

42.168

0.549

0.649

158.314

1.943

0.104

76.450

1.003

0.392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0.05.

*

전반적으로 평일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 길고 주말 가족들과의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가족 기능도 수준이 높은 경향(Figure 1A, E)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혼자 밥 먹은 횟수에 따른 여자들의 가
족 기능도 평가 민감도가 남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 보여주었고, 평일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과 주말 가족들과의 식
사 횟수에 따라 가족 기능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고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1주일간 혼자 식사한 횟수에 따른 청소
년들의 가족 기능도의 차이도 혼자 식사한 횟수가 적을수록 전반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지 내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으로 가족 기능도 수준이 높은 경향(Figure 1C)을 보여주었고, 혼자

하여 설문지 조사와 그 계측결과를 통계 분석한 연구로서 본 연구

식사한 횟수에 따른 가족 기능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를 통해 가족 식사와 가족 기능 및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몇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평일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과 주말 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족들과의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이 낮은 경

먼저 가족과의 식사 시간과 횟수가 청소년들의 우울과 부(-)의 상

향을 보여주었고(Figure 1B, F), 평일 가족들과의 식사시간과 주말

관을 보이고 혼자 식사하는 횟수와는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가

가족들과의 식사횟수에 따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족 식사 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될 때는, 특히 초기 청소년에게 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1주일간 혼자 식사한 횟수에 따른

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

청소년들의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1주일간 혼자

여주고 있는데 이는 외국 등에서 수행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식사한 횟수가 적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고

한다. 미국 청소년들의 우울감에 미치는 식사 시간의 영향을 연구

(Figure 1D), 1주일간 혼자 식사한 횟수에 따라 우울은 통계적으로

한 최근 논문에서는4) 혼자 식사를 자주하는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한편 응답자의 사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모와의 가족 식사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의

회성, 친구관계, 성취욕 등이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 가족 식사

우울감이 낮게 나타난 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족 식사와

할 여건이 되었음에도 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여가시간, 친

미국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 학업, 부모와 식사가 익숙치 않음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족 기

가족과 함께 한 식사 빈도는 우울증과 부(-)의 상관을 보여 상호 간

능 지수와 CDI에 전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반비례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10)
통상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알려진 가족 구조 등의 환경적 요인보

5. 가족 식사 시간과 성별 영향의 상호 작용

다 가족 식사와 같은 가족의 기능적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관찰되

성별과 식사 관련 변인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었다. 즉 가족 맞벌이 부부에게도 단일 가족 구조와 비교했을 때,

배치 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는데 성별과 식사 관련

결코 청소년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변인의 상호 작용은 가족 기능도 평가(APGAR)에서 성별과 혼자 식

어렵고 가족 식사 등 청소년기 가족구성원들과 시간을 보내는 노력

사한 횟수의 상호 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을 하지 않는다면 양측 부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 가

(P<0.05), 다른 식사 관련 변인 혹은 우울 평가(CDI)에서는 상호 작

족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Figure 1C (Influence of eating

된다. 이는 오래 전부터 연구된 가족 구조와 우울 정도에 대한 선행

alone during the week to APGAR)에서 보듯이 여자들의 경우 혼자

연구 결과와는 일견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선행연구에서도 가족 구

밥 먹은 횟수가 많은 경우 가족 기능을 남자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조의 영향이 친구들과의 관계(friendship) 등 관계적 기능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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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작용을 하며 특히 특정(외부모) 가족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
2)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의 한국 가정에서

계가 좋지 않을 때 우울 정도가 심해진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는 점

부모의 존재 및 가정 환경과 같은 구조적 변인이 가족 기능과 우울

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서울의 강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역과 같은 중산층 지역 그룹에서는 가족 관계와 같은 기능적 요인

방법: 서울 강동 지역의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설문 결과에서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가족 기능과 우울 정도의 차이

도 외부모 등 가족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 식사 시간이나

검정을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하였고, 가족 구조와 가족 식사 시간

횟수가 많은 경우 양부모 가족 구조에서 가족 식사 시간이나 횟수

관련 변인에 따른 가족 기능과 우울 정도의 차이 검정을 위해 일원

가 적은 경우보다 응답자가 가족 기능의 건전성에 대해 체감하는 정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식사

도가 훨씬 긍정적이며 우울 지수도 낮게 나타났다.

관련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우울 정도 평가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

(two way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조와 우울증

결과: 조사대상자가 평가한 가족 기능지수(AGPAR)의 전체 평균은

과의 관계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여

13.04로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CDI) 수준은 평균 10.76으

성 성별에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11) 확인되었는데 본 설문조사에서

로 외국 소아 집단의 평균인 9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화

도 여성 성별이 의미 있는 차이 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차도 높았다. 성별, 부모 학력, 부모 존재 등 가족 구조에 따른 가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 분석되었고 참여 대상자의 숫자도 상대적

족 기능은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 총 식사 시간, 가족과 식사한 횟

으로 적었다. 연구 조사에 있어 서울 강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리

수, 혼자 식사한 횟수 등 식사 관련 변인에 따른 가족 기능도 차이

적 한계와 가족 식사의 범위 설정에 있어 조부모, 형제자매를 제외

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식사 시간이 가족 기능에 긍정적으로

한 점, 1인 가구에서 부모 중 누가 취업했는지와 부모의 가사노동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

참여 여부 등 가족 구조 조사에서 미흡한 점, 그리고 제한된 표본이

이를 검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으며 통

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273명의 응답자 중 아버

계적으로 유의(P<0.001)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 구조에 따른 우울의

지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가 68.6%,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응답자가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 식사 관련 변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있고

69.0 %에 달하고 부모 혹은 한 부모라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족 식사 시간이 우울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기능

91.6%에 달하였고 양부모가 일하고 있는 경우도 60%를 넘어 모계의

도와 우울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진출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화와 맞벌이현상이

결론: 13세 이상에서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식사 시

급속히 진행된 중산층 표본집단 지역(서울 강동구)이 우리나라의

간, 횟수가 많고 혼자 밥 먹는 횟수가 적은 경우 가족 기능도 지수가

일반적 가정으로 대표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되며 따라서 이 연구의

높으며 우울 정도도 낮았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남성 청소년보다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이나 지방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이후 통

우울 수준이 높았다.

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가족 식사는 부모자녀간의

중심단어: 가족식사시간; 가족 기능; 청소년; 우울

공감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아정체성, 가족정체성을 강화하는 규칙
적이고 구조화된 시간으로서12) 건강한 가족 기능 및 청소년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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