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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심한 시기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이 필요하다. 이시기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주체성

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은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며, 신체적으

로는 급성장을 하지만 정신적 성숙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불

균형을 이루기 쉽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은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겪어야 하는 발달

상의 변화 이외에도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비롯된 심한 

입시 경쟁의 부담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은 불안, 좌절, 우울 

같은 부정적인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다(Kim, 2003; Ryu et 

al., 2006).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은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의 미국 청소

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an, 2001),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단계 동안에 발

생하는 청소년 우울은 자살성향, 약물남용, 비행 등이 함께 

나타나며, 사회적･교육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eterson, Compas, Brooks-Gunn, Stemmler, & Grant, 1993).

청소년 우울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는

데(Huselid & Cooper, 1994; Kim & Kang, 2000; Park & Kim, 

2005),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여성이

라는 생물학적인 성 자체를 취약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많으나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생

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성역할이라는 성역할이론

을 이론적 기반(Kim, 2003)으로 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성

역할정체감이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역할정체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및 행동특성의 

차원에서 그 사회가 전통적으로 규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하여 그 특성을 개인이 동일시하거나 개인의 성격 및 행동

특성으로 내면화한 정도를 말한다(Choi, 2001). 청소년기는 사

회에서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성장하기를 확연하

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서 보이는 우울의 남녀차도 이 성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

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성역할 혼란을 겪거나, 자라면서 형성

해온 성역할로 인하여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내재화

함으로써 우울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Li, 

2000).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들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하여 공존하는 양성성(Kaplan & 

Sedney, 1980)의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을 도입한 Bem(1974)

은 남자나 여자나 양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정

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성적인 여성이 여성성

을 가진 여성보다 우울이 낮다는 연구(Pidano & Tennen, 

1985), 남성성이 높으면 우울이 낮으나 여성성과 우울은 차이

가 없다는 연구(Choi, 2001; Whitley, 1985),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Ryu et al., 

2006) 등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

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아정

체성 발달의 주요한 요소인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여 여자청소년들의 우울에 대처하는 간호중재 

방안을 성역할정체감의 발달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

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여자 청소년으로 편의 표출된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9곳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각 급 학교의 학교장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

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학교장이 협조를 수

락하면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은 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그리고 연

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또는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취소할 권리

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유의지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연구

대상자들은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자기보고법에 의해 작성하였

다. 1659명의 여고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작성이 완료

되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16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9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9

문항, 성역할정체감 30문항, 우울 9문항 등 모두 48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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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

 성역할 정체감

Lee, Kim 과 Koh(2002)가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의 남성성 15문항, 여성성 15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성역할 정체감은 중앙치 분

리법을 사용하여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집단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여성성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남성성이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이 중앙치 미만이며 

남성성, 여성성이 중앙치 이상이고 남성성이 중앙치 미만이면 

여성성,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중앙치 미만이면 미분화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당시 Cronbach Alpha가 남성

성 .92, 여성성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남성성 .93, 여성성 .85이었다.

 우울

Kim과 Kim(1999)의 한국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우

울성향 9개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 Alpha는 .8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71

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정체감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우

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

할정체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우

울은 χ2 test, t 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사후검증은 Duncan, Dunnett's T3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인 여고생은 1학년 539명(36.0%), 2학년 464명

(31.0%), 3학년 494명(33.0%)이었다. 성적은 중위권이 826명

(55.2%)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810명(54.1%)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보통이 906명

(60.5%)으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잘사는 편이 427명(28.5%), 

어려운 편이 164명(11.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

졸이 896명(5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 318명

(21.2%), 중졸이하 286명(17.9%)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 또한 

고졸이 951명(63.5%)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다음이 중졸 393명(26.3%), 대졸이상 143명(9.5%)순이었다. 흡

연경험은 260명(17.4%)이 있다고 하였으며, 음주경험은 744명

(49.7%)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경험은 대상자의 12.0%인 

179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97)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Grade 1 539 (36.0)
2 464 (31.0)
3 494 (33.0)

School record Low ranking 376 (25.1)
Moderate ranking 826 (55.2)
High ranking 295 (19.7)

Religion Yes 810 (54.1)
No 687 (45.9)

Economic status Low 427 (28.5)
Moderate 906 (60.5)
High 164 (11.0)

Level of father's ≤Middle school 286 (17.9)
education High school 896 (59.9)

College≤ 318 (21.2)
No response 15 ( 1.0)

Level of mother's ≤Middle school 393 (26.3)
education High school 951 (63.5)

College≤ 143 ( 9.5)
No response 10 ( 0.7)

Smoking Yes 260 (17.4)
No 1237 (82.6)

Drinking Yes 744 (49.7)
No 753 (50.3)

Sexual intercourse Yes 179 (12.0)
No 1318 (88.0)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33.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분화(31.5%), 남성성(18.0%), 여성성(16.6%) 순이

었다. 우울은 최저 1점부터 최고 6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점

수는 3.26±0.64이었다<Table 2>.

<Table 2> Gender role identity and depression (N=1497)

Variables Frequency (%)

Gender role identity Androgyny 507 (33.9)
Masculinity 270 (18.0)
Femininity 248 (16.6)
Undifferentiated 472 (31.5)
Min Max M (SD)

Depression 1 6 3.26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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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gender role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97)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χ2(p)
A M F U

Grade 1 177 (32.8) 92 (17.1) 93 (17.3) 177 (32.8)  8.90
2 145 (31.3) 96 (20.7) 69 (14.9) 154 (33.2) (.179)
3 185 (37.4) 82 (16.6) 86 (17.4) 141 (28.5)

School record Low ranking 103 (27.4) 57 (15.2) 73 (19.4) 143 (38.0) 42.78
Moderate ranking 269 (32.6) 154 (18.6) 130 (15.7) 273 (33.1) (.000)
High ranking 135 (45.8) 59 (20.0) 45 (15.3) 56 (19.0)

Religion Yes 302 (37.3) 141 (17.4) 134 (16.5) 233 (28.8) 10.75
No 205 (29.8) 129 (18.8) 114 (16.6) 239 (34.8) (.013)

Economic status Low 119 (27.9) 76 (17.8) 78 (18.3) 154 (36.1) 49.45
Moderate 296 (32.6) 170 (18.8) 149 (16.4) 292 (32.2) (.000)
High 93 (56.7) 24 (14.6) 21 (12.8) 26 (15.9)

Level of father's ≤Middle school 72 (26.9) 41 (15.3) 47 (17.5) 108 (40.3) 30.41
education High school 293 (32.7) 163 (18.2) 160 (17.9) 280 (31.3) (.000)
(n=1482) College≤ 139 (43.7) 61 (19.2) 38 (11.9) 80 (25.2)
Level of mother's ≤Middle school 108 (27.5) 67 (17.0) 71 (18.1) 147 (37.4) 17.38
education High school 338 (35.5) 173 (18.2) 158 (16.6) 282 (29.7) (.008)
(n=1487) College≤ 60 (42.0) 28 (19.6) 18 (12.6) 37 (25.0)
Smoking Yes 108 (41.5) 48 (18.5) 39 (15.0) 65 (25.0) 10.22

No 399 (32.3) 222 (17.9) 209 (16.9) 407 (32.9) (.017)
Drinking Yes 287 (38.6) 144 (19.4) 122 (16.4) 191 (25.7) 27.23

No 220 (29.2) 126 (16.7) 126 (16.7) 281 (37.3) (.000)
Sexual intercourse Yes 73 (40.8) 31 (17.3) 28 (15.6) 47 (26.3)  4.83

No 434 (32.9) 239 (18.1) 220 (16.7) 425 (32.2) (.185)
A=Androgyny; M=Masculinity; F=Femininity; U=Undifferentiated.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8.90, p=.179). 학교 성적(χ2=42.78, p=.000), 

종교유무(χ2=10.75, p=.013), 경제상태(χ2=49.45, p=.000), 아버

지의 학력(χ2=30.41, p=.000), 어머니의 학력(χ2=17.38, p=.008), 

흡연유무(χ2=10.22, p=.017), 음주유무(χ2=27.23, p=.000)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성적

이 하위권인 경우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고(38.0%), 중위권

인 경우 미분화(33.1%)와 양성성(32.6%) 유형이 거의 비슷했

으며, 상위권인 경우 양성성 유형(45.8%)이 가장 많았다. 종교

가 있는 경우 양성성 유형(37.3%) 이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

다고 응답한 경우 미분화 유형(34.8%)이 가장 많았다. 경제상

태를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분화 유형(36.1%) 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미분화(32.2%)와 

양성성 유형(32.6%)이 거의 비슷했으며, 잘사는 편이라고 응

답한 경우 양성성 유형(56.7%)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

이 중졸이하인 경우 미분화 유형(40.3%)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인 경우 양성성(32.7%)과 미분화유형(31.3%)이 비슷했으며, 

대졸이상인 경우 양성성(42.0%)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

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미분화 유형(37.4%)이 가장 많았고, 고

졸인 경우 양성성(35.5%), 미분화유형(29.7%), 대졸이상인 경

우 양성성이 가장 많은 42.0%이었다.

흡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양성성 유형(41.5%)이 가장 많았

고,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양성성 유형(38.6%)이 가장 

많았다. 성경험유무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χ2=4.83, p=.185)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2.36, p=.095). 학교성적에 따른 우울은 차이를 보였는데

(F=37.84, p=.000), 하위권에서 우울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위

권이었고,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우울이 가장 낮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 우울이 높았으며(t=2.58, p=.010), 경제상태는 어려

운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우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보통이

라고 응답한 경우였고,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우울

이 가장 낮았다(F=24.54, p=.000). 부모의 학력에 따른 우울은 

아버지(F=8.69, p=.000)와 어머니(F=7.51, p=.001)의 교육수준 

모두 중졸이하인 경우 우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졸, 대

졸이상의 순 이었다.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t=3.47, 

p=.001)와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t=2.15, p=.032) 우울이 

높았다. 성경험유무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0.74, p=.457)<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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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97)

Variables Classification

Depressive trend 

M (SD)
t / F (p)

post doc

Grade 1a 3.30 (0.64)  2.36(.095)
2b 3.27 (0.67)
3c 3.21 (0.60)

School record Low rankinga 3.45 (0.60) 37.84(.000)
Moderate rankingb 3.25 (0.61) a>b>c‡
High rankingc 3.03 (0.69)

Religion Yes 3.21 (0.64)  2.58(.010)
No 3.30 (0.63)

Economic status Lowa 3.42 (0.65) 24.54(.000)
Moderateb 3.22 (0.62) a>b>c†
Highc 3.04 (0.64)

Level of father's ≤Middle schoola 3.38 (0.68)  8.69(.000)
education High schoolb 3.26 (0.62) a>b>c†
(n=1482) College≤c 3.16 (0.65)
Level of mother's ≤Middle schooa 3.33 (0.64)  7.51(.001)
education High schoolb 3.25 (0.64) a,b>c†
(n=1487) College≤c 3.09 (0.62)
Smoking Yes 3.38 (0.61)  3.47(.001)

No 3.23 (0.64)
Drinking Yes 3.29 (0.63)  2.15(.032)

No 3.22 (0.65)
Sexual intercourse Yes 3.29 (0.60)  0.74(.457)

No 3.25 (0.64)
†=Duncan; ‡=Dunnett's T3.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우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우울은 미분화(3.55), 여성성(3.43), 남

성성(3.08), 양성성(3.00) 순으로 미분화된 성역할정체감인 경

우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89.02, p=.000) 

<Table 5>.

<Table 5> Difference of depression by gender role 

identity                              (N=1497)

Gender role 

identity

Depression

M (SD)
F (p)

post doc

Androgynya 3.00 (0.65)
Masculinityb 3.08 (0.63) 89.02(.000)
Femininityc 3.43 (0.52) a<b<c<d‡
Undifferentiatedd 3.55 (0.54)

‡=Dunnett's T3.

논    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이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분화된 성역할정체

감 31.5%, 남성성 18.0%, 여성성 16.6% 순이었는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Sohn(2003)의 연구에서도 양성성이 가장 많은 

32.6%, 미분화 31.6%, 남성성 19.0%, 여성성 16.7% 순으로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ng(2002)의 연구에서

도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 39.1%, 

미분화 36.2%, 남성성 12.8%, 여성성 11.8%로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Sohn(2003)은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중 양성성이 가

장 많고 여성성이 가장 적게 나온 결과에 대해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뚜렷했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의식구조가 급속히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증가되면서 이상적인 정

체감의 유형이 변화됨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에 

있어서 양성성 유형이 증가되고, 전통적인 여성적 특성은 감

소되면서 여성성의 분포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양성성 유형이 우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

과로 보면 양성성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우울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이 많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Oh(2003)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전통

적인 성역할 규범의 약화로 인해 융통적인 성역할이 요구되

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인은 양성성 성역할정체감

이 나타나게 된 반면 이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개인은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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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으로 나타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Kim(1990)은 미분화 유형이 많은 이유를 한국의 특수한 사

회문화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취

직하고 결혼하는 연령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

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확립해야 할 자

신의 정체감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분화 정체감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30대가 되도

록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Kim(1990)의 추론은 상당히 흥미 있는 것으로 다른 나라

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분화 유형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연구

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Ryu 등(2006)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성역할정체감을 보이는 많은 청소년들의 성숙한 성역할 정체

감 확립을 위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환

경을 제공하고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미분화 

성역할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교육적

인 차원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 본 

연구 결과 우울이 가장 높은 것은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 

다음이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순으로 나타났다. Gilbert 

(1981)과 Bem(1974)은 양성성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했고, 

Bailey, Bechtold와 Berenbaum(2002), Baucom과 Danker-Brown 

(1979)은 양성성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형 보다 사회적으로 

융통성을 보이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이라 했는데, 양성

성 성역할정체감인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가장 낮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양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은 것이 확인됨으로

써 앞으로 여자 청소년들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발달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미분화 유형에 속한 여자청소년들을 위해 

우울의 수준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이들이 균형적인 성역할정체감을 발달시

킬 수 있도록 돕는 간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학교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양성성 성역할정체

감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Yeoum(2003)의 연구

에서도 양성성 유형인 경우가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고, Oh(2003)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 면에서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인 경우가 미분화된 성역할정체감보다 높다고 하였다. 

우울정도는 성적이 낮은 순으로 나타났는데 하위권인 경우 

우울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위권, 상위권 순이었다. 하

위권인 경우 우울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성적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되며, 하위권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성적에 대

한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

하여 제공하여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종교유무

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Kwon, Kim, Yeoum, Jo와 Ham(2005)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와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

교유무와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차이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종교가 있는 경우 

우울 정도가 낮았는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교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Yeoum 

(2003)의 연구에서는 14.8%의 여고생들이 성경험이 있고, 성

경험과 성역할정체감과는 관련성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12.0%의 여고생들이 성경험이 있었고, 성경험과 성역할정체감

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경험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흡연과 음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 양성성 성역할정체

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개방적이고 융통성을 보이는 양

성성 성역할정체감의 특징이 부정적인 면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성성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흡연과 음주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우울정도는 흡연 

및 음주와 관계가 있었는데 흡연을 하는 여자청소년들의 우

울정도가 높았고, 음주를 하는 대상자들의 우울정도가 높았다. 

이는 우울 할 경우 흡연과 음주로 우울을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되며, 흡연과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우울을 해결하고 우울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여 간호중재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서 

우울과 성역할정체감 모두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상태를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우울 정도가 낮았고,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

성이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우울 

정도가 높았고, 성역할 정체감은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여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부

모의 교육수준에서 아버지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우울 정

도가 낮았고,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

니 학력 역시 대졸이상일 경우 우울정도가 낮았고 성역할 정

체감은 양성성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

우 우울정도가 높았고, 성역할 정체감은 미분화가 가장 많았

으며,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역시 우울정도가 높았

고, 성역할정체감에서 미분화로 분류되었다. Yoo와 Jung(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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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역할 정체감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중요한 

가정환경 변인이 어머니의 학력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

당하고 있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 교육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부모의 학력이 낮으면 자

녀 교육에 논리적인 관여를 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가정의 경제상태도 어려운 편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학력이 낮고 경제상태가 어려운 취약한 가정의 청소

년들에게 더욱더 많은 교육적인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취약한 가정의 부모들에게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시간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방식,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와의 관계 등 가정적 요인과 청소년의 성

역할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간호

사들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역할정체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확인하고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에 대처하는 

간호중재 방안을 성역할정체감의 발달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편의 표출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9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청소년 1497명의 자료를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이 33.9%로 가장 많았고, 미분화 

31.5%, 남성성 18.0%, 여성성 16.6% 순이었다. 6점 척도로 측

정된 우울은 평균 3.23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은 학교성적, 종교유무,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학력, 흡연유무, 음주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학년과 성경

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보면, 학년별 우울의 차이는 없었고 

학교성적이 하위권인 집단에서 우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위권이었으며 상위권 집단의 우울이 가장 낮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 우울이 낮았으며,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른 우울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우울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고 응

답한 경우,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순이었다. 아버지

와 어머니 학력은 모두 중졸이하가 우울이 높았고, 다음이 고

졸, 대학졸 이상의 순이었다. 흡연을 하는 경우와 음주를 하

는 경우 우울이 높았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은 차이가 

없었다. 성역할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보면 미분화된 성역

할정체감인 경우 우울이 가장 높았고,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순으로, 양성성 성역할정체감인 경우 우울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결과 미분화된 성역할정체감인 여자 청소년들의 우

울이 높았고, 양성성 성역할정체감인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가 남자 청소년들에게도 똑 같

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남자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그

리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 중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여 

중학생 연령과 고등학생 연령에서의 우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보건교사와 간호교육자들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우울에 대처하기 위해 양성성의 발달

을 저해하는 학교문화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여야 하며, 성역할정체감 중 양성

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

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양성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방안을 마련하여 여자 청소년에게 적용 후 적용된 간호

중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특히 미분화

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균형적으

로 성역할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 변화와 우울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

이 결합한 양성성을 학습할 수 있는 다각적 교육이 이루어진

다면 더욱 건강한 청소년시기를 지낼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

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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