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학에 잘 응한다는 것은 원만한 사회 계를 맺

으며 신체 ‧정서 으로 건강하고, 학업 성취를 달성

하며 소속한 학에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한다[1].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많은 학생이 학업 , 사회 , 정서 ,

개인 인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 하고 있으며,

이에 하게 처하지 못하면 심한 스트 스와 우울,

불안을 겪거나 도탈락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이러한 학 응에 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는 부모 애착, 성격, 사회 지지, 과거의 성취 경

험, 스트 스 처에 한 유연성 등의 다양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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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학 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학생의 응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 참여자는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남학생 142명과 여학생 146명이다. 연구도구는

학생활 응 척도와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사용하 으며,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병렬다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응의 수 과 자원에 한 성별의 향은 유의하나 성 역할 정체감의 향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에

설명력이 의미 있는 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수 에 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향은 유사하 으나 응

자원에서는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학생은 남성성이, 여학생은 여성성

이 매개하여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과 정체감에 따라 지도방향이 달라야 함을

제안하며 진취 이고 도 인 정신의 요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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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participants were 142 male and 146 female students.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scale and gender 

role identity scale were carried out, and we conducted a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using Process macro. As 

a result, while the effect of sex on adaptation level and resources was significant, the explanatory power increased 

to a meaningful level when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was considered. In the adaptation level, the effec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re similar in magnitude, but in the resources, masculinity has a more positive effect. 

Finally, male students were mediated through masculinity and female students were mediated through femininity,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hese results suggest a differentiated guidance direction according to sex 

and identity, and suggest that enterprising and challenging spiri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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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들이 제안돼왔고[3-5], 사회‧인구학 배경 한

학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언 된다[4].

그 에서도 성별과 학 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

본 한 연구[6]에서는 과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응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 가 지날수록 학업

응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남녀 간 응수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도 차

어들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편, 학생활 응에서의

남녀 간 성차에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불일치한 결

과들이 보고돼왔다[7-10].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 수행과 성차에 한 연

구는 오래 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성별에 따라 남성은

수학이나 공간능력의 활용에 우세하고, 여성은 언어

능력이나 일화 기억과제에서 더 우세하다고 생각돼왔으

나 여러 증거에서불일치한 결과들이 보고돼왔다[11-14].

이에 한 연구[15]에서는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

근방법의 략 차이 때문에 성과의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 다. 남녀 의 생의 외과 손기술과 이론시험

수를 평가한 한 연구[16]에서는 두가지 평가 모두에서

여학생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는데

그들의 연구는 남학생 317명과 여학생 25명을 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학생이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요한 은 여학생들의 학

업에 한 동기가 더 높았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 응과 련된 자기 주도 학

습능력은 1991년에 Brockett과 Hiemstra[17]가 개인 책

임성향 모형을 제안하면서 학술 으로 다루어지기 시작

하 는데 이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 스스로 학습을 결

정하고 주도 으로 추진하여 과업을 완수하려는 개인

특성으로 정의된다.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에 한

선행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주도성이 향상되

는 것으로 일 되게 보고 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

해서는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8].

학생이 지각한 부모 래와의 친 도가 학 생

활 응에 미치는 향에 해 남녀 표본을 구분하여 살

펴본 한연구[19]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부나 이성친구와

친 할수록 응수 이 높고, 여학생은 모와 친 할수록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학 생활

응에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인지 정서조 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20]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응

인 정서조 략을 더 사용하고 심리 안녕감도 더

높다고 보고하 다. 인지 정서조 에는 정

변경, 정 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조망 확 , 수용

의 다섯가지 응 인 조 략과자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국화의 네 가지 부 응 인 조 략으로 구분

되는데[21], 인지 정서조 과 학생활 응의 하 요

인 간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변경 외에 나머지 모든 략이 심리 안녕감과 유의한

상 이 있고 그 크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

생은 계획 다시 세우기와 재평가만 심리 안녕감과 유

의한 상 이 있었고 심리 안녕감 에서도 삶의 목

과 개인 성장에서만 높은 상 을 보여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 다[20].

진로 응에서의 남녀 간 성차에 한 연구[22]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수 과 진로정체감의 계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은 양친과의 애착 수 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 으나 남학생은 부와의 친 감 차원

모와의 신뢰감과 친 감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남녀 학생 모두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아버지와

의 애착이 진로정체감 발달에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남녀 학생 모두 부

모와의 애착 수 이 높고 부모가 진로와 련된 지지행

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으며 여학생은 아버지

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남학생은 부모의 간섭이

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다고 하 다[22]. 그리

고 공만족도에서의 성차를 다룬 연구[23]에서는 학

생의 성 유형 성격특성과 성 정체감이 진로흥미를 얼마

나 잘 측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 형성이 진로

흥미의 매우 강력한 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여성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남성만 성 형성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에는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설명하기 하여 제안된 제한-타 이론[24]이나

사회인지 진로이론[25]을 바탕으로 이 진 후속연구를

제외한 많은 연구가 남녀 표본 간 향력의 차이를 고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9,26-28]. 성별에 따라 변인의

향력이나 경로에 차이가 있다고 제언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

로 련 변인의 향을 하게 해석했다고 보기 어

렵다[29-31]. 한, 성별에 따라 학생활 응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도 주로 부모나 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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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 계 요인에 을 두어 성별과 직 으로

련된 심리 변인인 성 역할 정체감에 을 둔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19,32]. 더 나아가 응 상을 설명하

기 해서는 재의 응수 뿐만 아니라잠재 응자

원을 탐색하는 것도 요한데 기존의 연구는 응 수

에만 을 두고 있다[33]. 따라서 응을 한 잠재

자원을 추가로 고려함과 동시에 와 같이 변하지 않는

요인인 성별에 을 두기보다는 성별과 한 심리

구성요인인 성 역할 정체감에 을 둔다면 성별과

응 상 간의 계를 심층 으로 살펴보고 의미 있는 개

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개선된 시민의식으로 인

하여 성 역할의 규정이 허물이지고양성성이 강조되기도

하나 온라인 안에서는 남성 오나 여성 오를 드러내며

성 차별 인발언을서슴지않고 하는 것을흔치않게 볼

수 있다[34].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기업인 DBpia에서

는 2016년도 사회‧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가 ‘여 ’이라고 밝혔으며[35], 내셔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의 2017년 1월 특집호에는 ‘성별의

재발견’을 주제로 하여 의 성 역할 문제와그 변화에

한 사설들을 담아냈는데, 9살 성 환자 소녀를 표지모

델로 삼아 화제가 된 바 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SNS를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

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남녀 간 갈등이 더욱 심

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 역할에 한 심이 사회 으로

쟁 이 된 것과 달리성 역할 정체감과 학 생활의 응

수 간의 계를 살펴본 학술 연구는 많지 않다.

성 역할 정체감이란 사회문화 으로 하다고 단

되는 남성과 여성에 한 기 가 개인의 성격 특성으

로 내면화된 것으로 개인의 사고방식과행동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36]. 남성성은 남자다운 특징과 역할

을 의미하며 통 으로 용기와 독립성, 확고한 자기주

장과 경쟁, 논리와 합리성, 담함과 극성 등이 남자다

운 특징으로 정의된다[37]. 이러한 남성성의 발달에 미치

는 주요 변인으로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폭력 이

고 여성과 성교에 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매체에의

노출 등이 있으며 남성성이 주로 사회 ·문화 맥락 안

에서 형성된다는 증거들이 다수 축 되고 있다[38-40].

반면, 여성성은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한, 온화하고 부드

러운, 친 하고 상냥한 계지향 인 태도와 같은 특징

으로 정의되며[39] 이러한 여성 인 특성 한 문화 인

행으로 인하여 여성성으로 분류된 것이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반드시 생물학 차이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41].

성역할정체감과 응간의 계에 해, 과거에는남

성성과 여성성이 단일차원이라고 생각되어 남자다운 남

성과 여자다운 여성이 더 응 일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일치형 모델’이라고 불 다[42]. 그러나 응답 항목

의 양극단 인 채 을 통하여 성 역할 정체감을 측정하

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면서 한 개인이 두 속성을 동시

에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43], 남성성과 여

성성 유형에 미분화와 양성성 유형을 추가한 양성성 모

델이 제안되었다[37]. 그리고 후속연구가 축 되면서 양

성 일수록 성 역할 행동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사회

계에서 더 유능하고 매력 이라고 보았다[44].

그러나 성별과 련 없이 남성성 요인이 사회 응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며 ‘남성성 모델’을 제안한 연

구[45]가 발표되고, 유사연구들이 축 되면서 가설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6,47]. 한편, 여성성이 배려

지향 인 사회성과 연 이 높다는 가설[48]도 제안되었

는데 집단 가치와 타인과의 조화를 시하는 동향문화

권에 속하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인 지향 인

여성 특성이 정 일 수 있지만 이에 한 구체 인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몇몇연구자들은 기존의성 역할정체감 척도[37]

가 정 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었다고 지

하며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 부정 인 남성성과 여

성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검

사항목을 확장하 다[49]. 그리고 남성성을 주도성이 주

축으로 구성된 건강한 남성성과 친화성이 결여된 부정

인 남성성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여성성을 친화성이 주

축으로 구성된 건강한 여성성과 주도성이 결여된 부정

인 여성성으로 구분한 모델을 제안하고 척도를 고안하기

도 하 다[50].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성 형

행동을 더욱 고착시킨다는 비 이 등장하 는데 사회

변화로 인하여 여성들이 통 인 여성 특성을

평가 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성 역할정체감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44].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고생의 성 역할 정체감

과 우울 간의 계를 규명한연구[51]에서남성성과 양성

성 유형에서 우울의 정도가 낮고,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

에서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



한 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6호374

생의 성 역할정체감과 방어유형 간의 계를 살펴본 연

구[52]에서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순

으로 응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며 남성성 유형

이 나머지 유형보다 자기억제 방어를 덜 사용하는 것으

로 보고하 다. 태권도를 공한 여성 선수와 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이 사회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

구[53]에서는 양성성 유형이 가정 응, 장래 응, 개인

응, 환경 응, 학교 응 역 모두에서다른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 응 역에서만 여성성 유

형이 더 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을 공하는 남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54]에서는 남성성이 자존감과

학과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데 성역할 정체감과

공만족 간의 계에서 자존감과 학과 응의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학생과 4-50 장

년 남성의 남성성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

[55]에서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20 집단의 우울감이 낮

았지만, 장년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이 외에 ‧ ‧고등학생의 성 역할정체

감과 학교 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56-58]

이 개돼왔는데 와 유사하게 남학생은양성성과 남성

성 유형이 많고 여학생은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많으

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순으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과 학 응 간의 계를 살

펴본 연구[59]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양성성 유형이 많고

미분화 유형은 으며, 여학생은 여성성 유형이 많고 남

성성 유형이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남

학생은 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하고 여학생은 통 인 성

역할에 한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하여 여성성 유형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형별 응수 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 순으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여기서 문제는 부분의 연구가 정진경이 개발한 성

역할 정체감 척도[60]를 사용하여 유형을 구분하 다는

인데 척도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가 동성집단과 자

신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남성 응답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반면, 여성 응답

자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는 문항편

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61]. 이 게 되면 당연히

남성표본의 경우 양성성이 높게 나오고반 로 여성표본

은 미분화유형이많을수밖에 없다. 한, 남성이여성보

다 성별에 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 압력을 받으며

성별에 부 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처벌과

타인으로 부터의 부정 평가를 받아 심리 부 응을

경험하기 쉽다는 견해[62]를 고려한다면 와 같은 논의

가 타당한지도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성 역할 정체감과 응 간의 계를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고등학생을 성

역할정체감의 유형별로 나 어 응수 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 이루어져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유형 구분방법에 많은 문제 이 제기되었으며

[44,49,50,63], 성 역할정체감과 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

들이 응수 에만 을 두고 있어 학생활 응과

련된 잠재 응자원의 차원은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33].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집단 간 차이 검증에

을 두어 학생활 응에 미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별 인 향을 살펴본 연구는 무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학생활 응수 과 잠재 응자원의 차이를 설명

하는 변인으로서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의 직‧간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역할에 한

이 변화하고 있는 시 에서 학생의 성 역할 문제를

재조명하고, 학에서 부 응 문제와 결부된 성 역할정

체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재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학 생활 응수 잠재 응자원

에 한 성별의 직 효과와 성 역할 정체

감의 간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 생활 응의 하 요인에 한성별의

직 효과와 성 역할 정체감의간 효과는

어떠한가?

2. 연 방법

2.1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은 J도와 G시에 소재한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임의표본

추출을 하 다. 수집된 312명의 자료 에서 한 척도 내

에서 모두 1 으로 채 하거나 채 하지 않은 문항이 한

개라도 있는 13명의 자료를 제외하 으며 남은 299부의

자료를 상으로 Shapiro-Wilk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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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결과, 일부 요인에서 p<.05의 유의수 으로정

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Box plot을 이

용하여 이상치를 보인 11명의 자료를 제거하 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288부를 분석 상으로 선정

하 다. 연구 상의 인구학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인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범 는

만 18세부터 만 28세까지이며 그 남학생이 142명

(49.3%), 여학생이 146명(50.7%)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이 70명(24.3%), 2학년이 70명(24.3%), 3학년이 56명

(19.4%), 4학년이 92명(31.9%)이었다.

Character Category n %

Sex
male 142 49.3

female 146 50.7

Age

18~19 53 18.4

20~21 47 16.3

22~23 97 33.7

24~25 62 21.6

26~28 29 10

Grade

1 70 24.3

2 70 24.3

3 56 19.4

4 92 31.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8)

2.2 연 도

2.2.1  역할 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60]이 개발한 한국 성 역할

척도(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사용하 다.

척도는 남성성(20문항), 여성성(20문항), 정성(20문

항)의 세 가지 하 요인을 포함한 총 60문항이고, 7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요인

만 사용하 으며 성 역할정체감 척도의 문항편 상을

해결하기 하여 남성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성

성 총 -{0.341(조 계수)×20(문항 수)}]/20과 [남성성

총 +{0.316(조 계수)×20(문항수)}]/20으로 수정하고,

여성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성성 총 +{0.263(조

계수)×20(문항 수)}]/20과 [남성성 총 -{0.166(조 계

수)×20(문항수)}]/20으로 수정하여 값을 조정하 다[61].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a는 남성성이 .85이고 여

성성이 .85이다.

2.2.2 대학생활 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경아 등이 개발한 학생활 응 척

도를 사용하 다[33]. 척도는 공만족(5문항), 인

계(4문항), 학업 응(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응수 차원과 정서안정(20문항), 사회 유능감(8문

항), 학습 략(12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응

자원 차원 단일요인인 기차원을 포함한 총 71문항

이고 5 Likert식 척도로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Cronbach'a는 응수 이 .81이고 응자원이 .85

이며 하 요인별로는 공만족이 .78, 인 계가 .63, 학

업 응이 .65, 정서안정이 .93, 사회 유능감이 .72, 학습

략이 .71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7이하인 인

계와 학업 응 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2.3 료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ver 21과 Process macro

로그램을 활용하여 여학생을 기 으로 성별 요인을 더미

변수로 코딩한 다음, 성별은 독립변인(X)으로 설정하고

남성성(M1)과 여성성(M2)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학생활 응수 과 자원 각 하 요인을 종속변인(Y)

으로 한 병렬 다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64].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한 기존의 모형인 Baron과 Kenny의

방법 Sobel test는 모형의 측정오차를 반 하지 못하

고 자료의 정규성에 민감하며 다 매개와 같은 정교한

매개과정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65]. 그리고이는

부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

과를 제시함으로써 직간 인 경로를 체 으로 보여

다는 데에서 AMOS를 통한구조방정식모델과도차별

된다. 이 방법은 신뢰구간의 상한한계(Upper limit;

ULCI)와 하한한계(Lower limit; LLCI) 내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부스트래핑 사례 수를

10,000개로 설정하 다[64].

3. 연 결과

3.1 대학 생활적  수 과 원에 대한 효과

응수 과 잠재 자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모형

의 검증결과는다음의 Table 2와 같다. 직 효과는 성역

할정체감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과는 계없이

성별의 차이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학생활 응수 에 한 성별의 직 효과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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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응을 잘한다고지각하는 경향

이 있으나(β=3.84, t=3.49, p<.001, CI=1.67~6.01) 설명력

이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이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직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성에 한 설

명력은 11%, 여성성에 설명력은 25.3%로 나타났으며 남

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남성성은 높고(β=0.4, t=5.95,

p<.001, CI=0.27~0.54) 여성성은 낮은(β=-0.7, t=-9.8,

p<.001, CI=-.84~-.56) 것으로 나타났다.

응수 을 측하기 한 모형에서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여 학생활 응수

의 분산을 18.9%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스트래핑 결과에서도 성별이 남성성(CI=.69~2.34)과 여성

성(CI=-3.33~-1.05)을 통하여 학생활 응에 미치는 간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1=0.40, p<.001) 남성성

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수 이 높아지는 결과

(b1=3.53, p<.001)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생

활 응수 이 1.43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2=-.7, p<.001) 여성성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수 이 높아지는 결과(b2=3.04,

p<.001)로 인하여 여학생의 응수 이 2.1296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두 간 효과의

합계를 나타낸 총 간 효과를 고려하면남성성의 향이

여성성의 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학생활 응

수 이 평균 으로 0.69단 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수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CI=-2.33~.97),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수의 1단 변

화에 따라 응수 수가 3단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학생활 응자원에 한 성별의 직 효과를 살펴보

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정 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5.56, t=2.75, p<.01, CI=1.59~9.54) 분산에

한 설명력이 2.3%로 매우낮게 나타났다. 그러나성 역

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여 분산

의 16%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

과, 남성성(CI=1.16~4.18)과 여성성(CI=-5.96~-1.04)의 간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1=0.4, p<.001) 남성성

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자원이 높아지는 결과

(b1=6.28, p<.001)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54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 효

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2=-.7, p<.001) 여성성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자원이 높아지는 결과(b2=4.87, p<.001)로 인하여 여

학생의 응자원이 3.41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

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 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향이 여성성의 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응자원

이 평균 으로 0.87단 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 으

로 유의한 수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CI=-4.32~2.57).

하지만 회귀계수 상으로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자원의

변화 단 보다 남성성의 향이 평균 1 가량 더 크게

나타나 남성성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3.2 적  각 하 에 대한 효과

학생활 응의 각 하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공 만족에

한 성별의 직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Y: Adaptation level) Effect S.E. LLCI ULCI R2 F

X : Sex 3.8413 1.1007 1.6746 6.0079

0.1894 22.1194***M1: Masculinity 1.4305 .4194 .6987 2.3424

M2: Femininity -2.1296 .5806 -3.3303 -1.0519

(Y: Adaptation resources) Effect S.E. LLCI ULCI R2 F

X : Sex 5.5652 2.0193 1.5905 9.5400

0.1604 18.0859***M1: Masculinity 2.5423 .7752 1.1612 4.1875

M2: Femininity -3.4124 1.2480 -5.9689 -1.0483

***p<.001

Table 2.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on Adaptation level and resources  
(N=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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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만족하는 경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1.23,

t=2.31, p<.05, CI=.18~ 2.29) 분산에 한 설명력이 0.6%

로 매우 낮게나타났다. 그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

려하면 공 만족도의 분산을 9%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남성성(CI=.03~.75)과 여성

성(-1.50~-.33)의 간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1=0.40, p<.001) 남성성

이 높을수록 공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b1=.89, p<.05)

로 인하여 남학생이여학생보다 0.36단 만큼 더높은 것

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2=-.7,

p<.001) 여성성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자원이 높아지

는 결과(b2=1.28, p<.001)로 인하여 여학생의 응수 이

0.9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 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향이 여성성의 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학생활 응자원이 평균 으

로 0.53단 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CI=-1.32~.24). 그리고 회귀

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수의 1단 변화에

따라 응수 수가 1단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정서안정에 한 성별의 직 효과를 살펴보면 성별이

정서안정의 분산을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 으로 더 안정 이라고 지각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7, t=2.99, p<.01,

CI=1.88~9.07). 그러나 성 역할 정체감을 고려하여도 분산

의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에서도 남성성(CI=-.32~1.97)과 여성성(-2.63~1.44)의 간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유능감에 한 성별의 직 효과를 살펴보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β=-.41, t=-.89, p>.05,

CI=-1.30~.49), 설명력도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분산의 25.4%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남성성

(CI=.47~1.24)과 여성성(CI=-1.67~-.58)의 간 효과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1=0.4, p<.001) 남성성

이 높을수록 사회 유능감이 높아지는 결과(b1=2.04,

p<.001)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82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2=-.7, p<.001) 여성성이 높을수록 사회 유능감이 높

아지는 결과(b2=1.57, p<.001)로 인하여 여학생이 1.1단

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간 효

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향이 여성성의 향을 상쇄하

더라도 남학생의 사회 유능감이 평균 으로 0.27단

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I=-1.03~.48). 그리고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

과 여성성 모두 수의 1단 변화에 따라 응수 이

1~2단 가량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학습 략에 한 성별의 설명력은 0.1%이며 직 효과

(Y: Satisfaction with major) Effect S.E. LLCI ULCI R2 F

X : Sex 1.2378 .5348 .1852 2.2904

.0904 9.4091***M1: Masculinity .3616 .1845 .0327 .7549

M2: Femininity -.9002 .2957 -1.5043 -.3392

(Y: Emotional stability) Effect S.E. LLCI ULCI R2 F

X : Sex 5.4794 1.8274 1.8824 9.0764

.0632 6.3894***M1: Masculinity .7556 .5873 -.3263 1.9799

M2: Femininity -.5806 1.0458 -2.6326 1.4407

(Y: Social competence) Effect S.E. LLCI ULCI R2 F

X : Sex -.4084 .4568 -1.3076 .4907

.2547 32.3600***M1: Masculinity .8260 .1969 .4744 1.2468

M2: Femininity -1.1057 .2736 -1.6723 -.5848

(Y: Learning strategy) Effect S.E. LLCI ULCI R2 F

X : Sex .4942 .6042 -.6951 1.6835

.2523 31.9414***M1: Masculinity .9608 .2352 .5336 1.4484

M2: Femininity -1.7261 .3639 -2.4754 -1.0506
***p<.001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on each sub-factor of adaptation 
(N=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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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49, t=.81, p>.05,

CI=-.69~1.68). 그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분산의 25%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

핑 결과, 남성성(CI=.53~1.44)과 여성성(CI=-2.47~-1.05)

의 간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1=0.40, p<.001) 남성성

이 높을수록 학습 략이 높아지는 결과(b1=2.37, p<.001)

로 인하여 남학생이여학생보다 0.96단 만큼 더높은 것

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보면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a2=-.7,

p<.001) 여성성이 높을수록 학습 략이 높아지는 결과

(b2=2.46, p<.001)로 인하여 여학생이 1.72단 만큼 더 높

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 효과를 고려

하면 남성성의 향이 여성성의 향을상쇄하더라도 남

학생의 학습 략이 평균 으로 0.76단 만큼 낮게 추정

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CI=-1.78~.23). 그리고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

성 모두 수의 1단 변화에 따라 응수 수가 2단

가량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

한 것을 알 수 있겠다.

4. 논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생활 응수 과 잠재 응자원

하 요인인 공만족도, 정서안정, 사회 유능감, 학습

략에 해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의 직간 효과를 규

명함으로써 성 역할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연구

를 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남성성이, 여학생은 여성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양성 으로

발달해가고 여학생은 여성성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59]

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 주장

로라면 여성성 수에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활 응수 에 한 성별의

직 효과와 성 역할 정체감의 간 효과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성 역할 정체감을 고려하 을 때에 설

명력이 크게 상승하여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유사한 크기의 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역할 정

체감 차이로 인하여 남학생은 남성성을 통해서, 여학생

은 여성성을 통해서 정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두 변인의 효과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에서 남성

성과 여성성이 정 성격특성으로 구성된 에서 남성

이고 여성 인것을 떠나서 정 인 성격특성을많이,

그리고 강하게 지각할수록 응수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자원에 한 성별의 직 효과와 성 역할 정체

감의 간 효과도 유의하 으며 응수 과 마찬가지로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 을 때에 설명력이 의미 있는 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남성성을

통해, 여학생은 여성성을 통해 자원에 정 으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도 유사하다. 간 효과의 총

합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매개변인의 방향이 다른 경

우에는 향력의 차이를 통계 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

하므로[64] 두 변인의 간 효과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지는 검증할 수 없으나 남성성의 간 효과 크기

가 여성성보다 두 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 자원에 한

성 역할 정체감의 효과는 남성성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목표에 따라 재의 방향이 달라

야 더욱 효과 임을 시사한다. 즉. 실에 직면한 응문

제를 다루는 장면에서 자기이해 향상을 목표로 하거나

성격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면 다양한 성격 특성을

논의하고 정 특성의 수 을 높게 지각하도록 지원하

여야 하며, 잠재 인 응자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남

성성에 해당되는 성격특성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둘째, 직 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여학생보다 공

만족과 정서안정에서 더 정 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두 변인

모두 변화에 한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안정을 제외한 모든 하 요인에서 성별과 함께, 성

역할 정체감을 같이 고려할 때에는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간 효과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 모델의 지지를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성에 해당하는 친 하

고 온화한, 깔끔하고 꼼꼼하며 싹싹한 특성 남성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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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섬세하게 일 처리를 해나가려는특성을 개발하

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결정에 해 충분히 고려하며, 입학 이후에는 주

변인과의 원만한 계를 통해 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낮추고 과제에 한 부담감에 압도되지않음으로써 공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정서안정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의 간 효과가 유의하

지 않고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지만 남성성이 낮으면서

여성성이 높은 경우에 자기 억제 인 방어를 더 사용하

여 낮은 정서안정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52]를 감안한

다면, 성 역할 정체감을 무시하는 것은 치 않을 것으

로 생각되며 향후에는 정체감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

서안정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유용하리라 보인다.

사회 유능감에서는 남성성의 간 효과가 여성성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남성

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 역할 정체감의 간 효과

를 고려한 성별의 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 유

능감이 더 높게 추정되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이는 사회

으로 성공한 많은 여성이 아버지와의 친 한 계를

강조한 [66]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와 정서 으로 가

까우나 분리도 잘 이 질 때에 남성성이 높다는 연구결

과[19]를 고려한다면 여성이라는 성별요인과 건강한 남

성성이 교호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

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경로 모형이나 구

조방정식 모형의 비교를 통해 변인 간 계를 더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남성성에 해당하는

독립 이고, 의리가 있으며, 믿음직스럽고, 지도력이 있

는 특성과 여성성에 해당하는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특성을 강조하여 사회 으로 유능함을 느끼고 실천해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해본다.

끝으로 학습 략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간 효과 크기

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 모델의 지지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성에 해당하는 차분하고 알

뜰하며 꼼꼼한 특성과 남성성에 해당하는의욕 이고 결

단력이 있는 특성을 강조하여 학업에 끈기 있고 성실하

게 임하는 습 이 잡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해본다. 그

리고 여학생의 성취 욕구를 높여주는 것을 통하여 학업

응을 더높여 수 있다는 주장[24]과 여학생이남학생

보다 학업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향이 크

다고 한 연구결과[22,67] 여학생의 높은 학업동기가

실제로 높은 학업수행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16]을 보

았을 때, 여학생은 성취에 한 동기를 강화해주는 략

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성 역할 정체감과 학생활 응의 인과 계를 검증

한 연구가 무한 만큼 연구 간 비교가 활발하게 이 질

수 없었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활 응에 한

한 성 역할 모형은 양성성 모델이 유의하며 사회

응에서는 남성성 모델이 더 유의하다는 기존의 패러다임

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그

성 역할정체감을 고려한 성별의 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은 남성성의 향을

통해서, 여학생은 여성성의 향을 통해서 응에 정

인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횡

단 연구라는 에 착안한다면 아직은 자신의 성에 맞는

성 역할 정체감을 건강히 형성하고 정 인 이성 특

성을 개발해나가도록 조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변하는 사회문화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주어 세 간 갈등을 여나가기

한 노력도 필요하리라 보인다. 구체 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분명함으로 남

학생은 의와 인내 배려를 갖춘 바람직한 남성상을

키워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요구되며 여학

생은 성격 강 인 따뜻함과 풍부한 감정을 살리고, 소

신을 갖고 진취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자

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향이 유사하지만 성별요인에 따라 응에 활용되는 성

격특성이 다르며, 자원 역에서만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알 수 있겠다. 이러한결과

는 정 성격특성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학생

이건 여학생이건 진취 이고 도 인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요함을 보여 다. 본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

성의 개별 인 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가 무한 실

정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후

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개발된성역할정체감척도에 한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고 사회문화 분 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척도를 보완하거나 변화된 성 역할 특

성이 반 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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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한 연구[68]에서는 갓

성인이 된 남자 청소년들을 상으로남성성을 측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월성과 공격성, 성 정체감,

반-페미니즘, 감정의 평가 하를 포함한 4가지 남성성

요인이 있다고 하 고 요인에 한 군집분석의 결과, 과

잉 남성성, 통 남성성, 통 과잉 남성성, 비-남성

성의 4가지남성성 유형이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군

집에 따른 심리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성에 한

감, 자존감, 우울 증상에 해서로다른 로 일을 보인

다고 하 다. 이처럼 성 역할의 다양한차원과 요인을 심

도 있게 살펴보기 한 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몇몇 연

구[39,65]에서는 정서문제와 성 역할 정체감 간에 한

련이 있다고 제안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직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연구에서 사용

한 척도가 역채 문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회 바람

직성에 의한 편향으로 인하여 정서문제가과소 추정되었

을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체

으로 성역할의어떤 특성이, 어떠한정서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다각 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분석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 변인인 성별 요인만으

로도 여성성의 변화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이러한 결과를 설문지 조사연구만으로 해석하기

에는 많은 험부담이 있다. 성별이 학생활 응에 미

치는 직 인 향은 미비하 지만, 성 역할 정체감은

응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고, 다시 이러한 성 역할

정체감의 변화는 성별이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성별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

정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 자료를 활용하여사례연

구나 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천 연구로 발 시킬 때

에 자기이해나 성격특성을 다루는 회기를포함하고자 한

다면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을 함께 고려하여 젠더감수

성을기르고이성 계와 비 잠재 자원에 해 논

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 재 과

정을 심층 으로 분석하여 남녀 간 임상 문제와 변화

양상의 차이를 세 하게살펴볼 필요가 있으며[69], 군

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이두드러지게 향을 미칠수 있

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이 어떻게 드러나

며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70]. 한, 재자는 성 역할 정체감이 성

정체성 등과 한 련이 있는 만큼 문화 민감성을

개발하기 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으로 많은 학생이 성별에 연연하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타인의 기 와 정해진 역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

신의 특성과 강 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추구함으로써 정신 으로 건강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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