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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본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있어도 그 성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남과 여사이에 어떤 차별형태도 있을 수 없었

는데 남성에 의해 사회적 생산활동이 전담케되는 남성주

도의 전환기에 이르러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구조가

짜여졌다고 본다 여기서 남녀 본연의 성차이가 그 능력.

의 우열차로 잘못 인식되고 차별 관념은 점차 굳혀져,

갔던 것이다 또한 가족제도가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정착시키는데 한 구실하였다 이미 전통적 가족관계가.

해체된지 오래이나 아직도 우리의 관습속에 깊숙히 뿌리

를 내린 남녀 불평등의식은 쉽사리 청산되지를 않고 있

다이운구 이러한 차별 현상이 생기게 된 근원( , 1993).

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의하며 가정에서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

은 남아 여아로 하여금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각,

기 다른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사회화를 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

서 차별대우를 받고 성장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

인 존재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내와 어머

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성차별적 역할을 적용시키는 사회에서 남.

성들은 그 대표적인 역할인 가장으로서 일생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성격이.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건강한 정서를 발달

시키는데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영자( , 1994).

이렇듯 성역할 고정 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사회화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키고 남녀불

평등을 영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우리는,

우리사회의 남녀갈등 문제 혹은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를 조사한 이은주 의 논문(1999)

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성개념의 한부분으로 성역할을 고

려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성에 관련한 해부생리학적 사실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해부생리적 사실에 부여,

되는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 특히 여성주-

의적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역할 사회화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정내에서 부모 자

녀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언어적 의사.

소통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서 아이를 자주 안아주,

본 연구는 년도 순천청암대학 학내 학술진흥비 지원에 의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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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토닥거려 주거나 또는 모르는 척하는 비언어적 의사,

소통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서병숙 등( ,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동일시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써 청년전기인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3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남녀평등.

의식의 형성이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

한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안아주기 같-

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규

명하여 고등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을 함양시키고 성교육

시 문화적 성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심리적 적응과 성

장을 도울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2.

고등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의 함양과 성교육 및 심리

적 적응과 성장을 도울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

를 위해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1)

파악한다.

대상자의 부모 자녀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2) - ,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3.

남녀평등의식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1) : , ,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

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

도로써 본연구에서는 김양희 등 의 한국형 남, (1999)

녀평등의식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남녀평등

의식을 정의한다.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2) - :

소통으로 김윤희 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이용하(1990)

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

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방해하는 문제형 의

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와(Barnes Olson,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1982).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

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임을

나타낸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를 안아.

주는 횟수로 측정하였다.

Ⅱ 연구 배경.

남녀 평등의식1.

남성과 여성을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

여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남녀평등의식은 민주주의 이

념에 근거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갖

추어야 할 자질중 하나이다 이러한 남녀평등의식은 전.

통적 성역할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차별주의

에 반하는 것이다 성차별 주의는 첫째 남녀의(sexism) . ,

신체구조의 차이는 남녀의 삶을 각각 상이하게 전개시킨

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에 서서 둘째 남성의 역할, ,

과 여성의 역할을 서로 혼동될 수 없는 양극을 이루고

있다는 성역할의 이분법에 근거하고 셋째 인간 즉 남성, ,

이라는 편견에 입각하여 여성을 열등시하는 관점에 서서

모든 사회구조 및 학문을 구성해왔다한국여성학 연구회( ,

1998).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성주의 는 첫째(feminism) ,

생물학적 차이와 남녀의 삶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둘,

째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적으로 보는 선입관을 배제하

고 오히려 남녀의 양성성에 주목하며 셋째 여성은 남성,

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는 관

점이다최윤정 따라서 성차가 여성에 대한 억압( , 1999).

적인 사회구조와 차별의 현실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라

면 우리는 남녀간의 생물학적 성 차이와 사회문화적(sex)

으로 형성된 성 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라는(gender)

입장이다한국 여성연구소( , 1989).

실제로 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여성차별1979

철폐협약한정자 등 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 , 1993) “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 , , ,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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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 ”

였으며 김양희등 은 남녀평등주의란 성에 따라, (1999) “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 ,

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 ,

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 라고 하였다” .

성역할 정체감1)

개인은 어린시절 초기에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감 을 가진 뒤 그 개인이(gender identity) ,

속해 있는 문화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

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가는 성유형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그리고 성유형화를 포함하여 부모 형제 등 사. ,

회화를 촉진시켜 주는 주위사람들을 통해 성별에 적절한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을 성역할 사회화라고 한다윤진( ,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사회의 역할 규정1981).

과 개인의 역할 수행 사이의 연결을 이어주면서 이 연결

과정에서 성역할 정체감 이 형성된다(sex-role identity)

김영희( , 1988).

성역할 정체감은 세부터 발달해 오다가 청년후기5 6～

에 거의 확립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 한번 형성,

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기대,

를 수반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 기초가 되며 이것은 결,

국 적응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2)

성역할의 발달 모델은 전통적 모델 양성적 모델 그, ,

리고 남성적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전은강 전( , 1992).

통적인 성역할 발달에 관한 이론은 성역할 행동을 사회

화에 근거를 두고 설명한 것으로 크게 정신분석의 동일

시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이 있다, , . Freud

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동일시 이론은 성역할 태도의 발

달은 문화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출발점은 생물학적 요인

으로 동성부모와의 성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성에 적절,

한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며 사회학습 이론에서,

아동은 모델링 관찰 학습 모방이 내포된 강화와 성에, ,

적절한 행동의 일반화를 통해 성역할 태도를 발달시키는

데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에게 보상을 주고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성역할 사.

회화를 역할 규정에 대한 개인의 이해로 보기 때문에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아동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

공해주는 것이 성역할 습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세 세에 그러한 변화가 가장 잘 일어날6-8 , 16-18

수 있다 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Frieze, 1978) .

이와 같은 전통적 성역할 이론은 초기 아동기의 경험

이 성역할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역할 특

성의 다양성 시간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 성인기 성역할, ,

의 특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Cook,

생물학적 성 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의 역1985), (sex)

할을 구분하여 남성성 여성성을 양극개념으로 보아 상,

호배제적이고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성질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의 해방 여성,

해방운동 가족구조 및 크기의 변화 등은 지금까지 엄격,

하게 지켜온 전통적 성역할의 규범을 약화시켰으며 인간,

의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여성의 열등성을 조장한다정옥(

분 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성역할과 관련된, 1983) ,

여러 특성들이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 변화될 수

도 있다는 시각은 새로운 이론 체계를 필요로 하였다.

년 이후 성역할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시각과는1970

대응되는 양성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시각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정해진 성격 특성 및 태도 행동에,

대한 전통적 규정들이 개인의 완전한 자아실현을 제한한

다는 기본 가치에서 출발한다채현수 특히( , 1999).

은 성에 적합한 행동양식을Bem(1974, 1975, 1978)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내면화된 동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보다 나은 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은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각자가 취해야할 행동 범위의 제한을 덜 받는다고 하

였다 그러한 개인은 남성적인 행동이나 여성적인 행동.

양자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게 될것이므로 이런 개인을

일컬어 은 심리적으로 양성성 인 사람이라고 이름Bem “ ”

붙였다 이렇게 양성성은 남여성 모두 행동이 남성적. “

이고 여성적일 수 있는 능력 지배적이면서 복종적이고- ,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이고 거칠면서 부드럽기도 한 행동, ”

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람(Defrain, 1979). ,

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 특성과 남성

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

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

는 달리 양성적 시각은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실

제로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여러모로 심리적인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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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보았다이 숙 이재연 정진경( , 1985; , 1983; ,

1987; Bem, 1974; Carlson, 1976; Heilbrum,

1976).

심리적 양성성 개념이 소개된 후 많은 분야에서 각광

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양성성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적

응한다는 것은 양성성 속에서 남성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므로 여성성은 무시해도 좋은 하찮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전은강 재( , 1992,

인용 과 는 남녀 대학원생을 대상). Elpern Karp(1984)

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는 성역할 지향성, Whitley(1984)

과 우울증 및 일반적인 적응에 관한 개논문을 대상으32

로 분석한 결과 인간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것은 남성,

성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남성성과 양성성 모두가.

건강한 적응을 하는데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윤미현 최인아 도 있다( , 1983; , 1988) .

이상의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종합해 볼 때 전통적인

사람보다는 양성적인 사람이 적응을 잘한다는 의 주Bem

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떤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일치를 보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생물학적 성에 기.

초하여 사회적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태도인 불

평등한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보다는 남녀의 사회적 역( )

할을 성에 기초하여 나누거나 유형화시키지 않고 유연하

고 역동적인 성역할의 전환을 받아 들이는 양성성의 평

등한현대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 )

하는 밑바탕이 마련되고 더불어 함께사는 민주시민의 자

질이 함양될 것이라고 본다.

의사소통2.

의사소통의 개념1)

의사소통은 하나의 상징적 상호교류과정으로 의미를

창출해 내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이 상징적.

이라고 하는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symbolic) ,

징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행동이나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이지만 얼굴표정 눈맞춤, ,

몸짓 움직임 자세 외모 그리고 공간적 거리등의 전체, , , ,

적인 비언어 행동도 역시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의사소통이 상호교류적 이라고 하는 것(transactional)

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소통의 관계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

는 것이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호간의 영향력은 같다. .

초점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개별 참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이재연 최영희( , , 1993).

의사소통 유형의 개념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 과정에 관

한 것이다 즉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 ,

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비,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진용( ,

1990).

는 접촉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Barnet(1972)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의미심장한 언어교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접촉은 비단 치료적인.

환경뿐 아니라 부부간 부모와 자식관계 등 모든 인간관,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목적 방법 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긍, ,

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접촉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다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인식의 기능 즉 오는 신호를, ,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접촉은 상호작용내에서.

만 가능하다.

또한 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Montagu(1978)

영아기와 아동기에 필요한 접촉의 경험이 결여된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고 심지어 어른에서도 접촉요구가 충족되

면 자신감과 타인이 자신을 원하고 가치가 있다는 확신,

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사랑받음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

배운다 고 하여 인정받음으로써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고”

할 수 있다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애정표현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가정이나 위로하기 위해 안아주는

행동이 교환되는 가정에서는 비언어적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들과는 껴안고 간지르고 입맞추고

포옹할 수 있지만 아들이 십대가 되면 어머니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껴안아 주는 것은 드물다이, (

재연 등, 1993).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은 언어적 의사소통 뿐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존재가치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며 사랑의 손길로써 안아주기 같은 비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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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됨으로써 나 아닌 타인도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

임을 인정하게 되어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중요한 수단

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2) -

현대 교육자 및 정신의학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애정과 존경에 바탕을 둔 따뜻하고 절친한 관계여야 한

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적이고 협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

로 이는 부모 자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가-

능하게도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과 은 의사소통이Olson, Sprenkle Russell(1979)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

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

응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

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

력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은 가족역. Bernstein(1971)

할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통제유형을 지위 지향형

과 인성 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위 지향형은 각 개인.

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

의 행동이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폐쇄적 의.

사소통 형식을 갖게 된다 인성 지향형은 가족 구성원의.

귀속적 지위보다는 심리적 속성이나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며

따라서 개방적 의사소통 형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와 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Barnes Olson(1982)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 에 기초(circumflex model)

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

통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은 부모 자녀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Gordon(1975) -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의 부

모들이 장애요인적 언어표현을 많이 하고 과거 답습적

자녀양육 방법을 사용하고 개인으로서는 부족하나 부모,

로서는 무엇이든지 잘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야하는

이중적 역할 개념으로 인한 혼동 및 성인 중심적 인간관

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 자. -

녀 상호간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

려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

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

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신뢰감이 있는 수용적 태도.

서병숙 등 란 부모가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가( , 1989)

지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자율적인 활동을 조장

하는 양육태도를 말하며 이런 부모 밑에서는 독립적,

협동적자발적이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성

이 형성된다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성숙된 인격체이어야 한

다 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Foley(1974)

되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 , ,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생산적이고 협동적이며 책임감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로 부모가 자

녀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자율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양육태도를 갖는 부모 밑에서

는 독립적협동적자발적이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인성이 형성된다고 볼 때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뿐 아니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나 안아주기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평등의

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1.

본 연구 대상자는 시에 소재하는 곳의 남녀 별학의S 6

고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 학급 여학생3 3 ,

학급을 임의 선정하여 설문지 조사에 응한 대상자중 응3

답이 자료처리에 타당한 여학생 명 남학생 명으132 , 127

로 총 명 이었다259 .

연구도구2.

남녀평등의식 측정도구1)

남녀평등의식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로는 김양희 등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한국형 남녀(1999)

평등의식검사 도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교육 직업 가정Scale:KGES) . , , ,

사회문화생활 영역별 하위척도안에 개씩의 문항을20

포함하여 총 문항의 태도진술문으로 전혀 동의 안함80 “ ”

점부터 매우 동의함 점의 척도로 역부호화가1 “ ” 4 Li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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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개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주어 전체 척도점수49

는 개의 생활 영역별 총점을 합한 점수로 모든 경우에4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의 전체 남녀평등의식 검사도구의 Cronbach α

값이 교육생활 직업생활 가정생.9708, .9086, .9101,

활 그리고 사회문화생활은 이었다.9136, .8374 .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2) -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로는 와- Barns Olson

이 제작한 부모 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1982)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

를 김윤희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PACI) (1990) .

연구에서 산출된 값이 어머니 자녀간 의사Cronbach -α

소통의 경우 아버지 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6832, -

로 비교적 안정된 도구였다 이 질문지는 개 문.7094 . 20

항으로 응답 방식은 점 식으로 개방형 의사소, 5 Likert

통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부터 항상 그렇다 에“ ” 1 “ ”

점을 주고 문제형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항은 반대로5 ( )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

소통임을 나타낸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는 횟수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3.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교감선생님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임

의선정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월 일6 1999 12 7

부터 월 일까지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졌다12 15 .

자료분석4.

자료는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SAS .

반적 특성과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는 횟수는 빈도 백분,

율등을 산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차이와 어머니 자녀간 의사소통 아버지 자녀간 의사소- , -

통 차이 그리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

평등의식의 차이를 및 사후검증으로t-test, ANOVA

검증으로 분석하였다Scheffe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 명 남132 (51.0%),

학생 명 이고 나이는 세가 명127 (49.0%) , 18 205

으로 가장 많았고 세가 명 이었(79.2%) 17 42 (16.2%)

다 형제자매유형을 보면 인 이상의 경우가 명. 3 123

남 녀인 경우가 명 남이(47.5%), 1 1 83 (32.0%), 2 34

명 여가 명 외동아들이거나 외동(13.1%), 2 17 (6.6%),

딸인 경우가 명 이었다 아버지 나이는2 (0.8%) . 45 49～

세가 명 세가 명111 (42.9%), 50 54 75 (29.0%), 44～

세 이하가 명 순이고 어머니는 세 이하가48 (18.9%) , 44

명 세가 명 이었다 아149 (57.5%), 45 49 79 (30.5%) .～

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명 중학교106 (40.9%),

이하가 명 대학이상이 명 이었86 (33.2%), 67 (25.9%)

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명. 112 (43.2%),

중학교이하가 명 대학이상이 명129 (49.8%), 18 (6.9%)

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명 없는 경우. 150 (57.9%),

가 명 이었다109 (42.1%) .

부모가 안아주는 횟수를 보면 아버지가 하루에 회이1

상 안아주는 경우는 명 이고 안아주지 않는32 (12.4%) ,

경우가 명 이었으며 어머니가 회이상 안아227 (87.6%) , 1

주는 경우는 명 안아주지 않는 경우는81 (31.3%), 174

명 으로 어머니가 안아주는 횟수가 더 많았다(67.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는 표<

과 같다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한1> .

차이로 높아서 여학생이 남학생보(t=-13.79, p<.001)

다 더 남녀평등적이었다 나이에 따른 차이는 세. 17, 18

가 세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아서19 (F=8.01, p<.01)

나이가 어릴수록 더 남녀평등적이었다 형제자매유형에.

의한 남녀평등의식은 여의 경우에서 가장 높았으며2 , 2

남의 경우에서는 남 녀 여 및 인 이상의 경우보다1 1 , 2 , 3

유의한 차이로 남녀평등의식이 낮았다(F=9.20,

종교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다 유의한p<.001).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t=2.42, p<.05).

나이나 학력 및 가정 화목정도에 따라서는 남녀평등의식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차이는 표<

와 같다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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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고 나이별로 보면 세가 세나 세보다 유17 18 19

의한 차이로 평균이 높아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F=3.97, p<.05,

형제자매 유형에 따른 아버지와의F=5.31, p<.01).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와의 의

사소통에서 여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다른 형제자매2

유형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개방적임을 나타냈다(F=

아버지의 나이에서는 세가 다른2.84, p<.05). 50 54～

그룹보다 높은 점수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

이로 개방적임을 나타냈고 어머니의(F=3.13, p<.05),

나이에서는 세 이하가 다른 그룹보다 높은 점수로 아44

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나타냈다(F=3.11,

부학력이나 모학력에 따른 의사소통의 유의한p<.05).

차이는 없었고 가정의 화목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 ,

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이로 개방적임을 나타냈

다 아( F=21.66, p<.001, F=13.37, p<.001).

버지가 안아주는 횟수가 회이상의 경우에서 안아주지1 ,

않는 경우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t=-4.76, p<.001)

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에서 유의한(t=-2.34, p<.05)

차이로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어머니가 안아주는 횟수에.

서 보면 회이상 안아주는 경우에서 안아주지 않는 경우1

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과 어머니(t=-3.78, p<.001)

와의 의사소통 에서 유의한 차이로(t=-5.64, p<.001)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표 일반적 특성과 부모가 안아주는 횟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1>

특 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or F 검증scheffe

성 별 여학생

남학생

259.52

213.32

24.48

29.31

-13.79***

나 이 세17

세18

세19

245.69

236.93

201.42

29.75

35.86

25.43

8.01** 세는 세와19 17,18

유의한 차이있음.

형제 자매

유형

외동아들딸

남 녀1 1

남2

여2

인이상3

240.00

237.11

210.18

267.35

239.82

49.50.

38.15

20.07

16.53

34.39

9.20*** 남은 여2 2 ,

남 녀 인1 1 , 3

이상과 유의한

차이있음.

나이 세 이하44

세45 49～

세50 54～

세 이상55

236.90

238.59

232.83

241.28

33.33

35.45

37.12

35.60

.54

나이 세 이하44

세45 49～

세50 54～

세 이상55

50.59

49.51

52.63

56.25

10.05

9.43

8.40

3.77

1.45

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 이상

230.80

233.76

238.34

24.48

33.12

39.62

35.00

35.22

.83

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 이상

229.86

232.54

242.71

241.06

32.69

39.22

35.14

28.24

2.29

화목 정도 매우 화목

화목한편임

보통임

화목하지못함

매우화목못함

237.31

235.54

239.34

231.21

261.33

43.72

34.14

33.02

41.45

19.09

0.61

종 교 유

무

241.33

230.67

31.45

39.71

2.4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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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는 표< 3>

과 같다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문제형 의사소.

통과 개방형 의사소통의 구분은 통계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의사소통 그룹은 각각의 의사소통 점수의

상위 에 해당하고 문제형 의사소통 그룹은 하위25%

에 해당하는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25% .

니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이거나 개방형인 그룹간에 따

른 남녀평등의식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

버지가 안아주는 횟수에 따른 전체 남녀평등의식과 하위

영역별 평등의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안아주는 횟수에서 보면 회이상 안아주는 경1

우가 안아주지 않는 경우보다 전체 남녀평등의식

과 하위영역인 가정생활(t=-3.98, p<.001) (t= -3.86,

교육생활 직업생활p<.001), (t=-3.64, p<.001),

및 사회문화생활(t=-.3.52, p<.01) (t=-4.09,

평등의식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p<.001)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 2>

특 성 구 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M ±SD t or F M ±SD t or F

성 별 여학생

남학생

59.62

59.99

8.67

7.45

.37 63.81

63.67

8.44

6.99

-.15

나 이 세17

세18

세19

62.62

59.42

56.42

6.97

8.27

3.92

3.97* 66.98

63.23

60.42

7.76

7.71

4.98

5.31**

형제자매

유형

외동아들딸

남 녀1 1

남2

여2

인이상3

60.50

59.77

59.85

64.88

59.10

4.95

8.57

6.35

8.72

7.86

1.97 58.00

62.69

65.79

68.24

63.36

1.41

8.22

6.94

6.75

7.56

2.84*

나이 세 이하44

세45 49～

세50 54～

세 이상55

59.00

60.94

58.64

59.80

7.18

8.43

8.48

5.72

1.43 64.40

64.53

61.52

65.64

8.00

8.01

6.72

8.01

3.13*

나이 세 이하44

세45 49～

세50 54～

세 이상55

60.77

59.05

57.96

51.00

8.33

7.25

7.29

10.10

3.11* 64.20

63.20

62.04

68.75

7.63

7.67

6.88

16.50

1.30

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 이상

57.61

61.40

59.61

60.54

8.17

8.16

7.02

9.12

1.87 63.18

64.05

63.17

64.82

6.98

7.64

8.06

7.84

0.72

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 이상

58.28

61.43

60.04

57.89

7.93

7.11

8.54

7.47

2.06 63.89

64.54

63.16

63.94

7.70

7.68

7.87

7.83

0.45

화목정도 매우 화목

화목한편

보통임

화목하지못함

매우화목못함

64.13

62.37

56.14

52.63

43.67

7.62

6.87

6.81

7.46

6.03

21.66*** 67.59

65.57

61.26

56.84

52.00

6.91

7.41

6.92

6.17

3.61

13.37***

종 교 유

무

59.75

59.87

7.88

8.26

.12 63.59

63.95

7.88

7.61

-.38

안아주는

횟수

회0

회이상1

58.95

68.88

7.29

8.53

-4.76*** 63.32

66.72

7.73

7.35

-2.34*

안아주는

횟수

회0

회이상1

58.52

62.44

7.24

8.91

-3.78*** 61.95

67.41

6.73

8.43

-5.6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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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견해차이5.

남학생과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견해차이는 <

표 와 같다 즉 남녀평등의식 측정도구의 문항에 응4> . 80

답한 내용중에서 남녀학생의 평균값의 차이가 컸던 순서

대로 나열한 가지의 내용을 보면 아내의 외도는10 , ①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다 대학이상의. ②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③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

다 접수나 안내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 ④

다 지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 ⑤

다 남자는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⑥

교장과 같이 학교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⑦

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 ⑧

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성교육은 남. ⑨

학생보다 순결이 요구되는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⑩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번 문항은 남. ①～⑨

녀평등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역부호화가 필요한 부정

적인 문항들로써 표 에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

평균치가 낮아 각 문항의 내용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나

서 실제적인 해석시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녀 불평

등한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교 학년 학생의 일반적 특성3

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부모 자녀간 언어적 비언어적- ,

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3>

의사소통

평등의식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구 분
의사소통 의사소통

구 분
안아주는 횟수 안아주는 횟수

M±SD t M±SD t M±SD t M±SD t

전체 문제형

개방형

237.14±41.48

235.14±35.07

2.25 239.67±38.70

242.34±35.99

0.30 회0

회이상1

235.94±36.52

243.47±26.56

-1.12 230.91±36.22

249.07±30.69

-3.98***

가정생활 문제형

개방형

61.86±10.96

62.00±9.44

2.35 63.70±10.04

63.38±9.86

0.04 회0

회이상1

61.93±9.96

64.38±7.06

-1.34 60.65±9.96

65.46±8.19

-3.86***

교육생활 문제형

개방형

60.77±11.01

59.41±9.07

2.24 61.22±10.65

61.18±9.41

0.45 회0

회이상1

60.12±6.64

61.50±7.25

-0.76 58.80±9.85

63.64±8.49

-3.64***

직업생활 문제형

개방형

60.42±11.48

60.11±10.27

0.99 60.72±11.37

66.27±9.78

0.95 회0

회이상1

60.27±10.08

61.69±8.70

-0.76 58.96±10.12

63.48±8.76

-3.52**

사회문화생활 문제형

개방형

54.08±9.47

53.62±8.16

0.72 54.03±8.69

55.52±8.43

0.22 회0

회이상1

53.62±8.39

55.77±6.20

-1.49 52.49±8.16

56.79±7.44

-4.09***

* p<.05, ** p<.01, *** p<.001

표 남녀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내용< 4>

문항
남학생 여학생 평균

차이
내 용

M±SD M±SD

H57 2,23±0.79 3.23±0.74 1.00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다

H62 2.42±0.81 3.41±0.69 0.99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H41 2.69±0.76 3.64±0.57 0.95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H20 2.20±0.81 3.14±0.78 0.94 접수나 안내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H38 2.37±0.73 3.27±0.69 0.90 지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H80 2.49±0.92 3.33±0.73 0.84 남자는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H42 2.64±0.75 3.46±0.67 0.82 교장과 같이 학교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H23 2.69±0.84 3.49±0.57 0.80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H16 2.72±0.87 3.50±0.64 0.78 성교육은 남학생보다 순결이 요구되는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

H71 2.57±0.86 3.35±0.69 0.78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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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앞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선행연구와 관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1.

일반적 특성중에서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을 보면

여학생의 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은것

은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태(t=-13.79, p<.001)

도를 분석하여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난 결과김양희등( , 1999; Campbell

등 김양희 와 일치, 1997; , 1991; Helmreich, 1981)

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연구 결과채현수 와( , 1999)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점수가.

인 것은 김양희 등 의 연구결과인 일반 여259.52 (1999)

성 보다는 높지만 여성운동가의 보다는237.15 291.64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가.

개개인의 성정형화된 인식을 어느정도 벗어나 있으며 사

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있는

지를 다루고 있는 만큼 남성보다 여성의 태도가 더 긍정

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성 운동가가 일반여성보다 더

평등적일 것임을 예측한 바 이기도 하다 한편 청년기는. ,

제각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역할을 찾기위한

준비기간이고 실험기간이므로 실제적이상적 성역할 지

각간에 불일치를 경험하는 시기여서전은강 여( , 1992),

학생의 높은 남녀평등의식을 이상적 성역할 지각으로 본

다면 실제적 성역할 지각간의 불일치가 남학생보다 더

커서 갈등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될것이므로 여학생에 대

한 보다 많은 관심과 성교육 및 상담시 고려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러한 남녀평등.

의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유리한 위치에서 우세한 삶을 영위한 것은 오랜

옛날부터 시작 된 일이며 또 그것은 세계 도처에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은 여

성들보다는 남성들의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다방면의 고

려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어린 경우보다 남녀평등의식

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F=8.01, p<.01),

성역할 의식이나 남녀평등주의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

적으로 나타난다는 많은 선행연구 등(Twenge, 1997 ;

김양희 등 의 결과와 일치한다 같은 고등학교, 1999) . 3

학년생들로써 세가 세보다 더 남녀 불평등적인19 17, 18

것은 년차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학교교실 환경내에서1

철저한 선후배의 위계질서로 인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보수적이지 않았나 사료된다.

형제자매 유형에서 보면 남인 경우가 다른 형제자매2

유형에서 보다 유의하게 평등의식이 낮았다(F=9.20,

이는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 가정내 부모의 성p<.001).

역할 사회화에 좀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 본다 특히 자매의 경우에서 다른 형제자매유형에서.

보다 남녀평등의식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주시

할 만한 것으로 자매를 가진 부모의 성역할 사회화와 주

위환경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의 나이나 학력 및 가정의 화목정도에 따른 남녀

평등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 자신.

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경우

김양희 등 도 있으나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남( , 1999)

녀평등의식에는 별영향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서

종교활동이 남녀평등의식에 어느정도(t=2.42, p<.05)

영향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어머니와의 의

사소통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여학생.

이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 결과

김양숙 김경원 장호선 민혜영( ,1995; , 1998; , 1987; ,

신수정 와 다르다1990; , 1994) .

나이는 세의 경우에서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17

통이 세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개방적임을 나타18, 19

내어 자녀가( F=3.97, p<.05, F=5.31, p<.01)

어릴수록 대화를 통해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제자매유형에 따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자매의 경우

가 가장 높은 점수로 다른 유형에서보다 유의한 차이로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F=2.84,

을 나타내어 자매의 경우 동성부모에 대한 애착에p<.05)

서 오는 유대관계가 좋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김양숙 의 연구 결과와 일(1995)

치하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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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김경원 와( , 1998)

는 다르다 가정 화목정도에 따른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

은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

이로 개방적임을 나타내어( F=21.66, p<.001,

김양숙 의 결과와 일치한다F=13.37, p<.001) (1995) .

아버지가 안아주는 횟수가 회이상의 경우에서 안아1 ,

주지 않는 경우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

로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t=-4.76, p<.001,

어머니가 회이상 안아주는 경우에t=-2.34, p<.05). 1

서도 안아주지 않는 경우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유

의한 차이로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t=-3.78,p<.001,

t=-5.64, p<.001).

안아주기 같은 신체적 접촉은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어린

유아에게 부모가 애정을 표시하는 주요한 방법이었고 성

인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

로 친밀감과 강한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애.

정이 각별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꼭 껴앉는 신체접촉을

통해 강한 애정을 표현한다 이 관계에서 접촉인식은 수. “

용의 의사소통 으로 강화되어져” (Goodykoontz, 1979)

부모 자녀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부모 자녀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인. , -

해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가치롭게 여기며 수용하는

태도로서 안아주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남녀평등의식3.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

사소통이나 개방적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지 하위영역별가정4 (

생활 교육생활 직업 생활 사회문화 생활평등의식에, , , )

서도 차이가 없었다 안아주는 횟수로 조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아버지가 회 이상 안아주는 경우와 안아1

주지 않는 경우간에 남녀평등의식은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어머니가 자녀를 회이상 안아주는 경우에서 안아1

주지 않는 경우보다 전체평등의식(t=-3.98, p<.001)

뿐만아니라 가정 교육(t=-3.86, p<.001), (t=-3.64,

직업 사회문화생활p<.001), (t=-.3.52, p<.01),

평등의식도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t=-4.09, p<.001)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는 주요한 교육의 장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과정이 부모자녀 관계속에서 일어

나며 부모가 대부분의 자녀양육 기능에 책임을 지고 자,

녀의 사회화 과제를 약 정도의 부부가 함께 하고 있2/3

으나 전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딸과 아들의 사회화에 보,

다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 는 것처럼 본(Gecas, 1976) ,

연구에서 자녀의 남녀평등의식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

소통보다는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인 안아주기

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말에 의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 의

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

다 그러나 메시지의 정서적인 요소는 가 비언어적. 93%

인 방법으로 표출되며 일반적으로 상황의 의미를 전달하

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는 를 정도를 그리고 비35% ,

언어적 수단이 를 담당한다는 여러학자들의 견해를65%

종합해 본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설기문( , 1997).

상호교류 분석 심리학자인 은 쓰다듬기Eric Berne ‘

를 보다 확대된 개념인 상대방의 존재를 인(stroking)’ “

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행동 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상호”

작용 행동의 기본단위로 여겼다 쓰다듬기에는 신체적.

접촉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이 포함되는데 어려서부터,

쓰다듬기를 긍정적으로 받은 어린이는 자신을 중요한‘ ’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

는 열등감부적절감등을 느낀다이원녕 고 하였( , 1991)

듯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로서, 3

청소년기 자녀를 안아주는 행위는 갑자기 이루어지기보

다는 이미 자녀의 출생시부터의 부모 자녀간의 애착으로-

인해 어머니의 애정과 수용의 표현인 안아주기 같은 비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소중함을 인정하

고 수용한다는 것이 전달됨으로써 자신이 가치있고 소중

한 것처럼 타인도 가치있고 소중하다는 인식이 확장되어

원만한 대인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남녀평등의식도 높아

지게된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여겨진다 즉 남녀평등의.

식이 인간 개개인의 가치가 남녀 성차에 따라 달라 질수

없다는 인식을 기본바탕으로 전제한다고 보면 어머니의

안아주기를 통해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짐을 알게되고 또한 타인

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남녀 성차를 떠난 한 인간으

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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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하는 개 고등학교S 6 3

학년 년도 학생중 여학생 명 남학생 명을(1999 ) 132 , 127

대상으로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반1999 12 7 12 15

적 특성 남녀평등의식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및 안아주, ,

는 횟수에 관한 설문지를 조사하여 연구 분석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은 여학생1)

이 남학생보다 더 남녀평등적이었고(t=-13.79,

나이가 어릴 수록 나이가 많은 경우보다p<.001),

더 평등적이었다 형제자매유형에(F=8.01, p<.01).

따른 남녀평등의식은 여의 경우에서 가장 높았고2 , 2

남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t=9.20, p<.001).

종교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나이나(t=2.42, p<.05).

학력 및 가정 화목정도에 따라서는 남녀평등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2)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이별로 보면 세가 세나 세, 17 18 19

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나이가 어릴수록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F=3.97, p<.05, F=5.31,p<.01).

형제자매 유형에 따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여2

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다른 형제자매 유형보다

더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부학력(F=2.84, p<.05).

이나 모학력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는 없었고 가정,

의 화목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이 유의한 차이로 개방적임을 나타냈다( F=

아버지가21.66, p<.001, F=13.37, p<.001).

안아주는 횟수가 회이상의 경우에서 안아주지 않는1 ,

경우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로 개방

적임을 나타냈다( t=-4.76, p<.001, t=

어머니가 안아주는 횟수에서 보면-2.34, p<.05)).

회이상 안아주는 경우에서 안아주지 않는 경우보다1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로 개방적임을 나

타냈다( t=-3.78, p<.001, t=-5.64, p<

.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어머니와의 문제형3)

의사소통이나 개방형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언어적 의사.

소통인 안아주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안아주는 횟수

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안아주는 횟수에서는 회. 1

이상 안아주는 경우가 안아주지 않는 경우보다 전체

남녀평등의식 과 하위영역인 가(t=-3.98, p<.001)

정생활 교육생활(t=-3.86, p<.001), (t=-3.64,

직업생활 및 사회문p<.001), (t=-.3.52, p<.01)

화생활 평등의식에서 각각 유의(t=-4.09, p<.001)

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많은 경우보다 높으며 형제자매유형에서는 자매인 경우,

에서 가장 높았고 남의 경우에서 남녀평등의식이 가장2

낮았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문제형이나 개방.

형 의사소통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가 없었으나 어

머니가 회이상 안아주는 경우에서 그러지 않는 경우보1

다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등학생들의 남

녀평등의식 함양에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안아주기 같

은 수용과 인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사회1)

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층연구를 제언한다.

청소년 자녀의 남녀평등의식 함양에 있어서 어머니가2)

자녀를 안아주는 양육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를 바라며 또 다른 측면의 인간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시 남녀의 생리학적인 성차이3)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남녀펑등의식의 차이와 같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강조와 함께 대상자를 보다 세

분화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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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Gender egalitarianism, Parent's

communication skills

A Study on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among High School

Students

Kim, Ji Yoon*Ahn, Chae So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among

the students from six different high schools(132

girls, 127 boys) in Sunchon si, Chunnam

province from Dec. 7th to Dec. 15th in 1999.

The survey on gender egalitarianism was done

in relation to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parents' hug times, and parent's

communication skills. Korean gender egalitari-

anism scale was standardized by Korea Woman

Developmental Institutes in 1999. The data was

analyzed by SAS program.

Results were as follows:

1) Generally, girls are more conscious of gender

egalitariannism than boys(t=-13.79, p<.001).

Above all, the younger the students are, the

more they feel equal(F=8.01, p<.01). In

sibling cases, two sisters have the highest

level of gender egalitarianism while two

brothers have the lowest level of gender

egalitarianism(F=9.20, p<.001). Students

who come from religious families are more

* Sunchon Chungam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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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ined to demonstrate gender equality(t=

2.42, p<.05). However, there is no diffrence

in relation to the parents' ages or academic

background or harmony within the family.

2) There is no difference that girls and boys

generally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In

ages, 17 years old students communicate

more than 18, 19 with parents(father

F=3.97 p<.05mother F=5.31, p<.01). That

is, the younger students can communicate

with their mothers more often than the older

ones. In sibling cases, two sisters have more

openly communication to parents while two

brothers have(F=2.84, p<.05). Students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regardless of

parents' academic background. But those

from the family in harmony have more open

chance to communicate than those who are

not in hamony(father F=21.66, p<.001

mother F=13.37, p<.001). They can comm

-unicate with their parents better when their

fathers hug them than when they didn't get

hugs(father t=-4.76, p<.001 mother t=

-2.34, p<.05). They can also communicate

with their patents better when their mothers

hug them once or more than when they

didn't get hugs(father t=-3.78, p<.001

mother t=-5.64, p<.001).

3) There is no diffrence whether the father hugs

or not, but the mother's hug is very

important because students whose mothers

hug them once or more have significantly

more gender egalitarianism than those

students whose mothers didn't do(t=-3.98,

p<.001).

Based upon thes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we reconsider the role of gender in the

socializ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lso

include gender egalitarianism in sex education.

In this context, further study should be done for

the improvement of students' commun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galitarianism based

upon parents' hugs(semi-language). Continued

study is especially important in regards to the

mother's hug and its enhancement of the

students' gender egalitaria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