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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감정이 여대생들의 음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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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od preference and attitude according to six emotion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lso, it was studied whether the desire to food consumption was changed by each mood. The self-

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to 285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emotions. Pizza & pasta, ice cream and cake were preferred during happiness and amusement. In sadness and

anger, alcohol was the most preferred food item. There was the preference of beverage, Jjigae & Baikban, ice cream and

snack during relaxation. Chocolate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during depression. The taste and flavor was the main

preference attributes during all emotions. The self-assessed food intake during happiness, amusement, anger and relaxation

was increased but it was decreased during sadness and depressio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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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식에 대한 선호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특정 음식에 대

한 이미지와 기억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음식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도 하고 외적으로는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

다(Rappoport, 2006).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자신이다(We

are what we eat)”는 이러한 음식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

고 있다(Lyman 1989; Christensen & Brooks 2006).

최근 음식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먹을 것을 결

정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감정과 음식의 관계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Lyman(1989)은 감정 상태와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슬플 때 대개 우유를 마

시려고 하고 지루할 때 많은 양을 먹으려 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는 고열량의 디저트를 먹으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Christesen과 Brooks(2006)는 긍정적인 감정(happy)과

부정적인 감정(sad)이 특정식품에 대한 섭취욕구와 식품의

종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Macht와 Dettmer

(2006)는 초콜릿이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매일 초콜릿이나 사과를 먹은 후의 감정에 대해 초콜릿을 먹

었을 때 기분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반면, 죄책감(guilt)의

감정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Macht와 Mueller

(2007)는 실험적으로 유도된 슬픈 감정에서 초콜릿을 먹었

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나 우울은 과식이나 절식과 관련되어 대학생들의 스

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음식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ik 2003). Macht(2008)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에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씹

는 행동이나 초콜릿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음식에 대한 감각이 높은 미식가들이 등

장하면서 음식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거식증(Anorexia)이나 폭식증(Bulimia)과 연관되

지 않더라도 음식 소비는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음식에서뿐만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서도

소비자의 감정적 요인이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각되

고 있다. 소비 관련 감정 척도의 개발(Lee & Lim 2002),

감정의 반응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Han 2005)에 대

해 연구하는 등 소비 전과 후에 대한 감정 반응과 감정적 반

응으로부터 소비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감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고 선택하는 데 영

향을 미치므로 음식의 관점에서 감정과 음식에 관해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외에서는 감정과 음식 섭취의 과

정, 먹을 것에 대한 동기, 감정적인 반응 등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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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한 요인에 대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양하여 감정이 대상에 따라 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남아있다(Macht 2008). 국내의

경우 여성의 우울과 폭식(Kim & Park 2003), 섭식장애와

기분 상태 간의 상관관계(Lee & Kim 1998)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감정상태에 따른 음식선호에 대한 연구는 없

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기본 감정 중 기

쁨, 슬픔, 즐거움, 분노, 편안함과 우울에 따라 선호하는 음

식을 조사하고 각각의 선호속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

러한 6가지 감정이 스스로가 자각하는 식사량에 미치는 영

향도 조사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편의표본 추출을 통한 서울 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훈련

된 조사원에 의해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각 항목

에 대해 스스로 기입하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법을 사용하였

다.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에 수행되었으며 총 400부 중

341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부적합한 56부를 제외하고

285부(71.2%)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조사와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편안함과 우울에 따른 음식 선호와 선호속성 그리고 식사량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Machay(2003), Plutchik

(2004), Kim(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인의 기본 정

서인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와 편안함, 우울의 감정을 추

가하여 6가지 감정을 선정하였다. Lyman(1989)이 연구한

22가지 감정 중 두려움이나 공포는 생리적으로 소화에 관여

하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감소되어 음식 소화에 영향을 미

치므로 제외하였고, 만족감, 사랑스러움, 자신감 있는 등의

감정은 음식을 먹은 후에 느끼거나 뚜렷한 대상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음식과 연관을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안을 주는

음식(comfort food)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Wansink

등 2003; Dubè 2005)을 참고하여 편안함과 우울을 선정하

였다. 설문지에는 6가지 감정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해당 감정을 잘 떠올리게 하기 위해 Machay (2003),

Plutchik(2004), Kim(2003), Christensen과 Brooks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7명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토의를

거쳐 2가지씩 예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음식의 종류를 미리 제시하여

선호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설문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

다. 그러나 연상하는 감정의 수가 많고 각각 감정에 대한 음

식 종류가 겹치므로 조사 대상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웠다. 따

라서 Lyman(1989)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직

접 기입하게 하였고 음식의 종류와 가짓수는 제한하지 않았

다. 음식이 떠오르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나 식품을 기준으로 나열한 리스트를 제공하였다.

Wadolowska(2008)은 음식 선호속성(food choice factor)

으로 광고, 기능성, 건강성, 가격, 감각과 사회문화적 요소

가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음식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음식 선호속성은 음식의 관능적 특성인 맛

과 향, 질감 및 씹는 느낌, 외관, 온도를 선정하였다. 일반

인의 경우 맛이나 향은 서로 구별하여 선호를 나타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음식 선호속성에서 맛과 향을 함께 묶

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감정에 따른 음식 선호에 개인의 기

억이나 음식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

식 선호속성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음식 선호 속성을 모

두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평소 식사량보다 스스로 느낀 변화가 있는지

에 대해서도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1=매우 조금 먹

는다, 7=매우 많이 먹는다), 또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 동거 여부, 한 달 총 수입, 한 달 용돈, 그

리고 조사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 당시 허기 정도가 조사하

는 음식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문지 작

성 당시의 식사 후 경과 시간과 허기 정도를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고 도출된 음

식에 대해 그룹별로 묶어 각 감정에 따른 음식 선호를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음식 선호속성과 식

사량 변화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Duncan’s multiple comparison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부모와

함께 사는 여대생이 72.6%로 가장 많았고 자취나 하숙의 경

우 17.9%, 기숙사 7%, 친척집에 사는 경우가 2.5%로 나타

났다. 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300~500만원이 34.3%로 가장

많았고, 500~700만원이 26.9%, 700~900만원이 14.4%,

100~300만원이 14.0%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으로는

30~40만원 이상 37.2%, 20~30만원 이상 30.5%, 40~50

만원 이상 12.6%로 나타났다. 식사 시간 및 허기 정도에 관

한 문항에서는 식사 시간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

으며, 허기 정도는 그저 그렇다가 44.2%로 가장 많았고, 배

부르다가 28.8%, 배고프다 17.9% 등으로 설문 문항에 응답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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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및 식품의 분류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서술한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편안함, 우울의 6가지 감정에 따른 선호 음식의 종류는 총

2,243개의 음식이 나타났다. 이것을 맛이나 외관 그리고 음

식의 이미지와 조리법이 유사한 음식들을 모아 정리하여 25

군으로 분류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찌개, 탕, 국 등

은 백반 및 찌개로 분류하였고 죽, 미음과 스프는 조리법과

음식의 이미지가 유사하므로 죽류로 분류하였다. 갈비구이,

삼겹살 구이 등 육류 구이는 구이류로, 빈도 분석에서 차이

가 크지 않았던 찜, 볶음류, 전골류, 전류 등은 한 그룹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비빔밥과 볶음밥은 한 그릇 음식이므로 다

른 한식과 달리 분류하였고 칼국수, 수제비, 우동, 냉면 등

은 면류로 분류하였다. 비빔국수와 비빔냉면은 면류이지만

매운맛이 그 음식을 선호하는 원인이므로 낙지볶음, 주꾸미

볶음과 불닭 등과 같이 매운 음식으로 분류하였다. 생선회,

초밥과 롤을 한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자장면과 짬뽕은 면류

이나 음식의 이미지로는 중국 음식에 가깝기 때문에 탕수육

등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베트남 쌀국수와 인도 커리

등은 에스닉 푸드로 그룹화 하였고 떡볶이, 순대, 라면과 튀

김 등은 분식류로 분류하였다.

한국인의 닭고기 소비가 높기 때문에 닭고기를 치킨과 통

닭으로 따로 분류하였으며 간식, 스낵과 과자 등은 간식류

로 분류하였다. 케이크는 디저트류로 분류될 수 있으나 케

이크가 주는 축하와 기쁨의 의미가 있으므로 따로 분류하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Characteristic N %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 0.7
100-300 38 13.3
300-500 93 32.6
500-700 73 25.6
700-900 39 13.7

900- 26 9.1
no-response 14 5.0

Total 285 100.0

Monthly pocket money
(10,000 won)

-20 33 11.6
20-30 87 30.5
30-40 106 37.2
40-50 36 12.6
50- 23 8.1

Total 285 100.0

Elapsed time
after meal

-30min 59 20.7
30min-1hr 41 14.4

1hr-2hr 68 23.9
2-3hr 52 18.2
3hr- 65 22.8

Total 285 100.0

Degree of hunger

starving 12 4.2
hungry 51 17.9

moderate 126 44.2
enough 82 28.8
very full 14 4.9

Total 285 100.0

<Table 2> Food and Meal Groups

No. Group Contents
1 Jjigae & Baikban Jjigae, Guk, Tang, Bap
2 Juk Juk, Soup
3 Jjim & Broiled dish Steamed, Broiled, dish and Jeon
4 Roasted dish Roasted meat, ribs and Samgyeopsal
5 Bibimbap Bibimbap, Broiled rice, Omlet and rice
6 Noodle Kalguksu, Woodong, iced noodle with stock
7 Spicy food Nakji-Bokkeum, Bul-Dak, Jukumi-Bokkeum, and hot noodles 
8 Sashimi & Sushi Sashimi, Sushi, and Roll
9 Jajangmyeon & Jjamppong Jajangmyeon, Jjamppong, Tangsuyuk, and Chinese food
10 Steak Steak and French food
11 Pizza & Pasta Pizza, Pasta and Italian food
12 Ethnic food Vietnam rice noodle, Indian Cury and ethnic food
13 Bunsik Tteokbokki, Sundae, Kimbap, Ramen, and Mandu
14 Hamburger Hamburger, Sandwich, Bread and Fast food
15 Chicken Chicken, Tongdak
16 Snack Snack, Cookie, Candy, dried cuttlefish, Rice cake
17 Fruit Fruit, Apple, Orange, Banana
18 Cake Cake
19 Dissert Waffle, Pudding, Pie
20 Chocolate Chocolate, Sweet food
21 Ice cream Ice cream, Sherbet
22 Alcohol Beer, Soju, Makgulli, Wine, Cocktail, Champagne
23 Beverage Coffee, Juice, Cola, Soda, Tea, Cocoa
24 anything anything
25 nothin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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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콜릿은 Macht 등(2006, 2007)의 감정과 초콜릿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일반 간식과 분리하였다.

3. 감정에 따른 음식 선호

6가지 감정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는 기쁨에서 433

가지(19.3%), 슬픔에서 333가지(14.8%), 즐거움 409가지

(18.2%), 분노에서 350가지(15.6%), 편안함 360가지

(16.0%), 우울에서 358가지(16.0%)의 음식이 도출되어 총

2,243가지가 조사되었다<Table 2>. 선호하는 음식의 수는

기쁨, 즐거움, 편안함 순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감정에서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가 많았으며 반면 부정적인 감정인 슬

픔에서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가 가장 적었다.

6가지 감정에 대해 가장 선호가 높은 음식 상위 10가지를

순위로 나타내어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기쁨의 감정에

서는 피자와 스파게티를 가장 선호하였고(13.9%), 아이스크

림(13.6%), 케이크(11.5%), 구이류, 초콜릿, 생선회가 각각

8.1, 7.6, 6.0% 순으로 나타났다. 스테이크의 선호는 5.3%,

치킨과 음료는 각각 5.3%로 조사되었다.

슬픔의 감정에서는 술(17.1%)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초콜

릿(13.5%), 음료(11.7%), 찌개 및 백반(10.8%), 분식(5.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찜 및 볶음류(4.5%), 죽류와 아이

스크림이 각각 4.2%, 비빔밥이 3.3%의 선호를 나타냈다.

다른 감정과 비교하였을 때 죽류의 선호가 높았으며 여섯 가

지 감정 상태 중에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

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즐거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기쁨에서와 같이 피자

와 스파게티(14.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13.0%), 간식(11.5%), 분식(7.1%)과 치킨(6.8%) 순으로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의 선

호가 기쁨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쁨과 즐거움

의 감정이 유사하여 비슷한 선호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음식이 나

타났으므로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음

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케이크의 경우 기

쁨에서 선호가 높았으나 즐거움에서는 높지 않았으므로 케

이크는 기쁨의 감정에서 선호하는 음식이지만 즐거운 때에

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즐거움에서 간식이나 분

식의 선호가 높은 반면, 기쁨에서는 선호가 낮았던 것으로

보아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이 다른 것

으로 사료된다.

분노의 감정에서는 슬픔과 유사하게 술이 가장 높은 선호

를 보였다(15.4%). 반면에 두 번째로 매운 음식(12.0%), 분

식(11.1%), 찜 및 볶음류(6.0%), 간식(5.1%) 순으로 나타났

다. 매운 음식은 다른 다섯 가지 감정에서는 선호가 낮았으

나 분노에서만 높은 선호를 보였다.

편안함의 감정에서는 음료(15.6%)를 가장 선호하였고 찌

개 및 백반(14.4%), 아이스크림(8.1%), 간식(7.5%) 순으로

나타났다. 찌개 및 백반은 평소에 먹는 한식으로 편안함을

<Table 3> Rating of the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emotions

Happiness Sadness Amusement Anger Relaxation Depression

Food N
(%) Food N

(%) Food N
(%) Food N

(%) Food N
(%) Food N

(%)

1 Pizza &
Pasta

60
(13.9) Alcohol 57

(17.1)
Pizza &

Pasta
61

(14.9) Alcohol 54
(15.4) Beverage 56

(15.6) Chocolate 53
(14.8)

2 Ice cream 59
(13.6) Chocolate 45

(13.5) Ice cream 53
(13.0) Spicy food 42

(12.0)
Jjigae & 
Baikban

52
(14.4) Beverage 48

(13.4)

3 Cake 50
(11.5) Beverage 39

(11.7) Snack 47
(11.5) Bunsik 39

(11.1) Ice cream 29
(8.1) Alcohol 35

(9.8)

4 Roasted dish 35
(8.1)

Jjigae & 
Baikban

36
(10.8) Bunsik 29

(7.1)
Jjim &

Broiled dish
21

(6.0) Snack 27
(7.5) Ice cream 26

(7.3)

5 Chocolate 33
(7.6) Bunsik 19

(5.7) Chicken 28
(6.8) Snack 18

(5.1) Hamburger 25
(6.9)

Jjim &
Broiled dish

23
(6.4)

6 Sashimi
& Sushi

26
(6.0) nothing 17

(5.1) Beverage 20
(4.9) Chocolate 17

(4.9) Bunsik 19
(5.3) Bunsik 23

(6.4)

7 Steak 23
(5.3)

Jjim &
Broiled dish

15
(4.5)

Jjajangmyeon
&Jjamppong

18
(4.4) Bibimbap 16

(4.6)
Jjim &

Broiled dish
18

(5.0) Cake 19
(5.3)

8 Chicken 23
(5.3) Juk 14

(4.2) Roasted dish 17
(4.2)

Jjigae & 
Baikban

16
(4.6) Noodle 13

(3.6) Snack 16
(4.5)

9 Beverage 23
(5.3) Ice cream 14

(4.2)
Sashimi
& Sushi

17
(4.2) Ice cream 14

(4.0)
Pizza &

Pasta
13

(3.6)
Jjigae & 
Baikban

14
(3.9)

10
Jjigae & 
Baikban/
Bunsik

11
(2.5) Bibimbap 11

(3.3) Hamburger 17
(4.2)

Chicken,
/nothing

12
(3.4) Cake 10

(2.8)
Jjajangmyeon
&Jjamppong

11
(3.1)

Kruskal-Wallis χ2=14.79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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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때 선호하는 음식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감정에서는 초콜릿(14.8%)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

음으로 음료(13.4%), 술(9.8%), 아이스크림(7.3%), 찜 및

볶음류와 분식(6.4%)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감정에서는

슬픔과 유사하게 초콜릿, 음료와 술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콜릿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Macht

와 Mueller(2007)은 슬픔에서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일시적

으로 감정이 상승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Lyman(1989)은 기쁨(Happy, Joy)에서 고기류와 디저트

를 선호하고 슬픔(Sad)에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즐거움(Amused)

에서는 스낵이나 정크 푸드를 선호한다고 하였고 분노

(Angry)에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하거나 스낵

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편

안함(Relaxed)에서는 비알코올성 음료와 채소류를, 우울

(Depressed)에서 음료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슬픔에서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편

안함과 우울에서 음료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

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감정과 음식 선호속성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음식 선호속성에 대한 6가지 감정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선호속성 중에서 맛과 향(6.03±1.26)은 모든 감정에서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으로 나타났으며 질감(5.33±

1.58), 경험이나 이미지(5.07±1.67)가 선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과 향에 대한 속성은 기쁨(6.29±0.97), 편안함(6.23±

1.10), 즐거움(6.16±1.04)에서 음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다른 감정에 비해 슬픔(5.55±1.54)에서 낮았다. 음

식의 질감은 즐거움(5.60±1.35), 편안함(5.58±1.44), 우울

(5.44±1.61)에서 높았으며 외관은 즐거움(4.99±1.68), 편

안함(4.96±1.56), 기쁨(4.79±1.78)인 긍정적인 감정에서

높았다. 음식의 온도에 대한 속성은 분노(4.96±1.82), 편안

함(4.84±1.75), 우울(4.71±1.85)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

히 분노에서는 얼음물, 냉면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은 것

으로 보아 음식의 온도 속성은 분노의 감정에서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음식에 대한 경험이나 이미지 속

성은 기쁨(5.44±1.60), 즐거움(5.37±1.50), 슬픔(5.10±

1.64)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음식 선호와 관련하여 6가지 감정에 대해 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의 맛과 향이며 각각의 감정

에서는 기쁨에서 피자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음

식의 경험이나 이미지, 질감으로 인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슬픔에서는 음식의 경험이나 이미지로 인해 술, 초

콜릿, 음료, 찌개 및 백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

거움을 느낄 때 피자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간식을 선호

하며 음식의 질감과 경험이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되며, 분노를 느낄 때는 주로 음식의 질감과 온도 요

인으로 인해 술이나 매운 음식, 분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편안함에서는 음료, 찌개 및 백반, 아이스크림을 질

감과 외관으로 인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할 때

에는 음식의 질감, 경험이나 이미지, 온도로 인해 초콜릿,

음료, 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감정에 따른 식사량 변화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편안함과 우울의 감정에 따라

평소에 비해 스스로 자각한 식사량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감정별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고 기쁨, 즐거움과 편안함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슬픔,

분노, 우울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역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감정에 따른 식사량 변화에 대해 전체 평균값은 평소와 같

다고 측정한 4점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4.44±1.77),

감정이 식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난 감정은 기쁨(5.25±1.26),

즐거움(5.18±1.24), 편안함(4.64±1.22), 분노(4.14±2.00)

순이며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난 감정은 슬

픔(3.56±1.88)과 우울(3.85±2.05)이었다. 부정적인 감정

(M=3.85±1.99)보다 긍정적인 감정(5.02±1.27)에서 더 많

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ensen과 Brooks(2006)는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과

<Table 4> Mean of the Food Preference Attitude according to emotions

Happiness Sadness Amusement Anger Relaxation Depression Total F
Taste & Flavor 06.29±0.971) 5.55±1.54 6.16±1.04 5.78±1.44 6.23±1.10 6.13±1.21 6.03±1.26 15.502***2)

Texture 5.20±1.47 4.79±1.80 5.60±1.35 5.34±1.65 5.58±1.44 5.44±1.61 5.33±1.58 10.370***
Appearance 4.79±1.78 4.06±1.76 4.99±1.68 4.29±1.74 4.96±1.56 4.46±1.66 4.60±1.73 13.759***
Temperature 4.25±1.83 4.62±1.93 4.40±1.84 4.96±1.82 4.84±1.75 4.71±1.85 4.63±1.85 06.009***
Food experience & image 5.44±1.60 5.10±1.64 5.37±1.50 4.66±1.76 4.93±1.63 4.93±1.77 5.07±1.67 08.819***

Total 5.19±1.70 4.82±1.80 5.30±1.62 5.01±1.76 5.31±1.60 5.14±1.74
F 68.209*** 26.885*** 54.210*** 32.271*** 43.411*** 45.196***

1)Mean±SD
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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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에서 먹고자 하는 욕구를 조사하였는

데 슬픔보다 기쁨에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더 증가한다고 하

였고, 앞서 분석한 음식 선호에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슬픔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쁨과 즐거움, 편안함의 감정에서는 그 감정을 유지

시키고자 먹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여 평소보다 식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슬픔과 우울의 감정에서는 감정

적 스트레스나 생리적 요소로 인해 먹고자 욕구가 감소하여

식사량이 감소한 반면, 분노에서 평소보다 식사량이 증가하

는 것은 먹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

인다.(Macht 2008).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6가지 감정에 따

라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각각의 감정에 대해 다른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쁨에서는 피자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케이

크, 구이류를 선호하였으며 슬픔에서는 술, 초콜릿, 음료,

찌개 및 백반, 분식을 선호하였고 다른 감정에 비해 아무것

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즐거움

에서는 피자와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으로 기쁨과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기쁨에서 높은 선호를 나타냈던 케이크는

낮았으며 간식, 분식, 치킨을 더 선호하였다. 분노에서는 술,

매운 음식, 분식, 찜 및 볶음류, 간식 등으로 다른 감정에

비해 매운 음식의 선호가 높았다. 편안할 때 선호하는 음식

으로는 음료, 찌개 및 백반, 아이스크림, 간식, 햄버거 순으

로 가정식 백반과 같은 찌개류를 선호하였다. 우울할 때에

는 초콜릿의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음료, 술, 아이스크림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의 맛과 향이 모든 감정에서 선호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맛과 향, 질감, 외관의 속성은 긍

정적인 감정인 기쁨, 즐거움, 편안함에서 높았다. 음식의 온

도는 분노의 감정에서 가장 높았으며 음식의 경험이나 이미

지 속성은 기쁨, 슬픔, 즐거움의 감정에서 높았다.

6가지 감정에 따라 스스로 자각한 식사량은 긍정적인 감

정인 기쁨, 즐거움과 편안함 감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과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감정은 먹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켜 평

소보다 음식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슬픔

과 우울은 감정의 스트레스가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켜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이나 과식 행동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분노는 먹는

행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감정과 음식 선호에 대해 기

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우울한 사람에게 선호하

는 초콜릿이나 음료를 제공하여 실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이 해소하는지, 화가 났을 때 매운 음식을 제공하여 먹기 전

의 감정이 해소되는지 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감정에 따른 음식 선호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화가 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데 연구 결과 중 분노를 느꼈을 때 다

른 감정에 비해 매운 음식의 선호가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음식의 선호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감정을 유발하여 음식 선호를 조사한 것

이 아니라 연상된 감정에 대해 선호하는 음식을 도출해 내

는 것이므로 연상된 감정이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음식

의 이미지로 인한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식 선

호는 성별, 연령, 성격, 체질, 건강 상태, 경제적 수준, 섭

취 경험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차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Kim 외 2001). 앞으로 감

정과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음식 선호에 대해 문화적, 사회학적,

심리적인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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