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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과의 관계
서윤경 (경희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세 요인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역할정체감 형성 방향을 탐색하고 올
바른 사회적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소재 4년
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척도
(KSRI)와 자아탄력성 척도, 대인불안 척도(IAS)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결
과는 18-20세, 21-24세는 여성성 유형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 대
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자
아탄력성에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인불안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 문제3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탄력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양성적 성역할정체감
을 발달시켜야 하며 양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발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Keywords): 성역할정체감,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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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
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되면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도 변화되었
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다움과 여성은 여성다움이 기대되었다면 현대의
사회변화 속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호해졌고(이윤정, 2007), 남성적
여성적 행동에 대한 관점도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 성역할 모델에서 한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 중 한 가지의 단일차원 만을 지니며, 개인은 자신이 가진 성
역할정체감과 자신의 성이 일치할 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Kagan, 1964).
그러나 Bem(1974)은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분리된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하여 양성성(androgyny) 모델을 제시하
였다. 양성성은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효율적인 성역할 특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뛰어나
게 된다(이은진, 2009).
kim(1992)은 양성성 성정체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자존심이 높고, 자신의 표현적 자기통제와 양보적 자기통제에 대해 모
두 만족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
다고 하였다. 김신애, 정남운(2006)의 연구에서도 양성적인 사람이 자아존중감
이 높고 대인관계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ego-resiliency) 역동적 성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내적·외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융통성 있는 풍부한 적응 능력을 뜻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유능하고 융통성을 지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
응적이고, 특정 맥락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지각과 인지와 행동전략을 변화시
킨다(Block, Block, 1980).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의 자아탄력성 하위 구성요소
는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불안, 스트레스에 역 상관을 보
이고, 자기통제에 만족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정순화, 이경희, 1997; 송은경, 1994; 박윤창, 윤
진, 1988).
대인불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억제되거나 수줍어하면서 서서히 발전하고, 학교적응을 저해하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안동현, 2009). 아직 정확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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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사람들이 대인불안 때문에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남재, 1995).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은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
해 가야할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고민이며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최임숙
(2003)은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이 대인갈등관리 및 학교적응행동이 높다고 하였
고, 김신애, 정남운(2006)는 양성성 유형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 문제가 낮다
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성성을 가진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활동
상황인 학교생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친밀하고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
성할 것이다.
융통성 있는 사고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적으로 고정화된 성역할보다
는 양성적 성역할이 심리적 적응이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성역할정체감,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 세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
의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방향을 탐색하고 올바른 사회적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
이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
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성역할정체감

1) 성역할정체감의 개념
성역할정체감은 심리적 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격특
성과 행동특성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
적 또는 여성적 성격특성을 소유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Bem, 1975). 전통
적으로 성역할정체감은 ‘남성적’, ‘여성적’의 두 개념으로 이분되어 있었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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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도구적, 주장적, 독립적, 합리적, 성취적, 적극적, 주도적, 경쟁적, 비감정적
인 특성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을 의미하며, 여성성은 따
뜻하고, 정서표현적, 수동적, 관계지향적, 감정적, 협동적, 직관적, 양육적, 민감
하고 의존적인 특성과 같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들을 의미한다
(김혜숙, 1992; Broverman et al. 1979, 유계식, 이재창, 1997 재인용).
Bem(1983)은 남성성, 여성성은 독립차원으로 한 개인 내에 남성성, 여성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한쪽 성만을 갖는 개인도 존재할 수도 있고, 이 둘 모두를 갖
는 양성성을 가진 개인도 있다고 주장한 양성성 이론을 제안하였다. 양성성 성
역할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남성 변인인 점수와 여성 변인인 점수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모두 높은 유형이다. 이들은 능력 있고, 성취 지향적이며, 대인관계
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는 특성을 지닌다. 양성성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목표
는 엄격한 성 유형화된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상관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간의 균형을 이루는 양성성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
이다.

2) 성역할정체감의 발달
개인의 성역할정체감 발달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적 풍토
에 적합한 성역할 특성을 발달 시켜나가는 과정인 성유형화 과정이 나타나는데
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한다(김미경, 2001). 성유형화가 이루어지는 과
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생물 사회학적 이론, 정신분석 이론, 사회학습 이
론, 인지발달 이론 등이 있다.
생물 사회학적 이론은 성역할 발달을 유전인자나 성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즉 성별에 의한 해부학적 신체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듯이 성격, 태도, 행동 등 모든 남녀 ㅛ6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
에도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김미경, 2001). Freud는 정신
분석 이론에서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차이는 그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 중에
서 3단계인 남근기에 서로 다른 경험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동
료집단, 형제 관계, 사회적 압력 등 성역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모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무시하였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아 성장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1977)는 성형화 과정을 강화(reinforcement)와 모델
링(modeling)의 원리로 설명한다. 즉 성역할정체감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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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강화하고 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벌을 줌으로
서 남아는 단호하고 경쟁적이고, 여아는 얌전하고 협동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형
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은 특히 동성 부모를 모방함으로서 남아는 남성다
워지고 여아는 여성다워지는 성고정화된 행동을 획득하면서 성역할 정체감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본다.
인지발달이론가인 Kolberg와 Zigler(1967)에 따르면 아동은 양성(both sexs)
중의 하나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성별 정체감을 획득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확고히 성불변성(the constancy of gender)을 받아들이며 5
∼6세쯤 여성 또는 남성의 역할에 맞는 행동과 사물을 구분한다. 따라서 이러
한 입장에서 성역할 발달은 단순히 부모와 동일시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모방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 성취의 결과인 인지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위의 이론들에 따르면 성역할사회화과정은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여성은 여
성적 특성을 획득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발달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Bem, 1974).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도전이 성역
할 정체감의 양성성정체감을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
최근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능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
아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외적 또는 내
적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Klohnen, 1996).
Block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상황에서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으
로 적응하고, 충동통제를 잘 조절하는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스트레스에 성
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적응을 하는
데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스트
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에 곤란을 겪게 된다(최경자, 2007). 자아탄력적
인 사람들의 성격 및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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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보이고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
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다.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성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요소들은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
계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연구(윤현희, 1998)에 의하면 KPI-C(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또래관
계 및 자신감, 자기수용 및 낙천성, 가족관계의 세 요인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 중 자율성과 능동적인 활동성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적 활
동에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능숙한 표현 기술요인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아탄력성의 특성
Block과 Block(1980)은 종단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스
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을 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성격이 안정적이어서 덜 불안해하며, 자신감이 있
고, 학교와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이 있는 적응을 보이며, 또래 관계에
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 유능하고 유창하며 영리한 특성을 가
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
내 연구(구형모, 황순택, 2001)에서는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은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
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청소년의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구자은(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잘 적응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연(2007)은 자아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인격발달을
도우며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
을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은 사회성, 대인관계, 생활적응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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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불안
1) 대인불안의 개념
대인불안은 사회적-평가적 상황에서의 걱정,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정서적
고통 등을 포함한다(Leitenberg, 1990). 그리고 그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망설
이고 회피하는 행동과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인
불안의 조건으로 높은 생리적 각성(arousal) 수준,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위협적 대인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을 들 수 있다(Beidel, Turner, Dancu, 1984).
DSM-IV에서는 대인불안이란 “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면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의심할 때 대
인불안을 경험한다(이재원, 2006).
김창은(1991)은 대인불안의 특징을 조사하여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대인불안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둘
째, 불안이나 신경증 같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 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 등의 인지적 특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사회적 반응의 붕괴와 같은 행동적 징후를 나타낸다.

2) 대인불안의 원인과 특징
대인불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소아기에, 이들에게 창피를 주고, 비판하
고, 놀리고, 모욕하고, 이들을 버림으로써 당황하게 만든 부모와 돌보는 사람,
그리고 형제 등의 내재화된 표상을 지니고 있다(Gabbard 1992). 이러한 표상은
주변에서 이들이 회피하였던 사람에게 반복 투사된다. 이러한 영향들은 양육자
가 소아의 두려움에 민감하고 이를 보상하려고 한다면 함입물보다 순하고 덜
위협적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증상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본다.
대인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 특징을 이시형(1990)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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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향적으로 자신에 대한 주위나 관심이 높고 대인불안이나 걱정이 해
소되기 전까지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문제에 집착하며 쉽게 포기
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린다.
둘째, 심신과 민형으로 작은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며 따
라서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왜곡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완벽증으로 양자택일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중간쯤의
절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억제· 타인배려 의식경향이 지나치게 극단적일 때
는 순한 양처럼 약기(弱氣)로 있다가, 반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우월의식이
발동되는 강기(强氣)로 되는 경우 등이 있다.
넷째, 높은 이상주의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또는 이를
못 견디어 불안해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쉽사리 열등감·좌절감에 빠져드는 까닭
은 이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진지한 노력형으로 심한 열등감·좌절감 속에 고민하고 있지만, 포기
하지 않는 강한 집념이 있다.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강한 자책감으로 인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자존심이 상
해도 공격적이기보다는 노력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
여섯째, 강한 상향 의식으로 대인관계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입버릇
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에의 굳은 집념과 보다 나은 자기 발전에의
강한 욕구가 있다.

4.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최근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과거의 전형적인 성역할이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면서 양성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전술하였다. 양성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
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하며, 이 특성 모두가 높을수록 사
회적으로 유능한 특성이 나타난다.
김득란(1992)의 양성성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성은 여러 상황에서 성 고정관
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
있고,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1992)의 연구에서는 양성성을 가진
사람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과 역 상관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심
이 높고, 자기통제능력이 높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
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미경(2001)도 성역할 유형에서 양성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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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과 미분화 유형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 양성적인 사람이 현대 사
회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양성적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사회적 능력이 뛰
어나며, 높은 자아발달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성성
의 특성은 Block과 Block(1980)이 밝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인 융통
성 있고 통합된 수행, 성격 안정성, 자신감, 학교와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와 융통성 있는 적응, 또래관계의 적절성, 인지능력 등의 특성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은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이라
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5. 성역할정체감과 대인불안
전형적인 성역할이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종래의 생각들을 반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성성과 여성성 정체감 집단이 무기력 증상에 민감하고
양성성 정체감

집단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무기력

증상을 극복하였으며

(Baucom, Danker-Brown, 1979) 오히려 비전형적 성역할의 획득이 적응에 도
움을 주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Bailey,
Bechtold & Berenbaum, 2002).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류은정 외(2006)의 연구
에서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불안,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살사고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박현주(2007)는 심리적인
양성성이 대인관계 유연성이 높아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
고, 김신애, 정남운(2006)은 양성성 유형이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대인관계문
제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강부송(1985)과 강영숙(1999)은 성정체감과 대
인관계연구에서 양성성이 대인관계에 있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미분화성이
높은 수준의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대인불안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양성적인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조직에 필요한 대인관계가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
이 입증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 일하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대인
관계에 유연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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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람이 대인관계가 유연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6.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
Tellegen(1985)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참하고 확실히 긍정적 정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
만, 자아경직적인 사람은 필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아경직적인 사람들은 이미 결
정된 반응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다통제하거나 과소통제 하여 환경
적인 맥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자주 예
기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직면한 상황에서 긍정적
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히 자아통제력의 조정은 자아탄력성의 핵심적인 구성 개념으로,
정서적이고 동기적인 충동들을 내적으로 갖고 있거나 이를 표현하려는 경향으
로 정의된다. 개인은 효과적인 적응에 요구되는 것보다 과소통제하거나 과다통
제 할 때 문제 장면에 대하여 탄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Block, Kremen,
1996).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정서적 충동이나 억제를 역동적으로 조절하는 통제
감을 갖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정서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조
절과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위험 요소를 극복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특히 대인관계 맥락에서 적응적인 영향력
을 발휘할 것이며, 대인불안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 장면에서도 자신의 정서
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아탄
력성은 대인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나아가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심리적 위험요소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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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부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6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444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가 181명(40.8%), 여자가 263명(59.2%), 나이는
19세∼28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32세(SD=1.79)였다. 학년은 1학년 61
명(13.7%), 2학년 112명(25.2%), 3학년 153명(34.5%), 4학년 118명(26.6%)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학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
여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이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81
263
8
65
92
86
85
51
39
18
61
112
153
118

40.8
59.2
1.8
14.6
20.7
19.4
19.1
11.5
8.8
4.1
13.7
25.2
34.5
26.6

444

100

계

평균
(표준편차)

22.32(1.79)

2. 측정도구
1) 성역할정체감(Korean Sex Role Inventory : K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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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되어 있고, 후속연구
(김남숙,1997)를 통하여 조절계수와 분류 기준점이 제시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 측정한 문항들은 남성성 20개 문항, 여성성 20개 문항, 긍정성
20개 문항 등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
는 정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아주 그렇다’의 7점 척도이며, 각 점
수는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
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특성을 측정한다. 여성성 문항은 남성
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특성을 측정한다. 긍
정성 문항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
는 중성적 문항으로, 10개의 부정적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반대로 전
환하여 긍정적 특성문항과 합하여 20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긍정적 반응 경향성에서 남녀
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긍정성 문항과 남성성 문항간의 상관(r=.332,
p<.01), 긍정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간의 상관(r=.452, p<.01)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자료 분석에서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구체적인 집단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남성성 20개 문항과 여성성 20개 문항, 긍정성 문항 20개 각각의 평균
을 산출한 다음 분류 기준점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였다. 남성성 점수의 기준점
은 4.47이고 여성성 점수의 기준점은 4.29이다(김남숙, 1997). 기준치 점수 분리
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른 성역할 정
체감 검사의 하위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문항

척도

수

남성성

20

여성성

20

문항 번호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Cronbach
α
.893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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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성

20

계

6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753

(*은 역채점문항)

기준치 이상
기준치 미만

남성성 점수

기준치이상
양성성
여성성

여성성 점수
기준치 미만
남성성
미분화

[그림 1] 기준치 점수 분리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은 Block(196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로써, 관찰자
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되었으나, 실제로 시
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다수의 평정자를 요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Klohenn(199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Q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 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자가보고식 자
아탄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박현진(1997)이 번역하고 고민숙(200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
지의 5점 척도로 긍정적 진술 4문항과 부정적 진술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08로 나타났다. 문항구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척도
자아

문항
수
29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ronbach
α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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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탄력성
계

25, 26, 27, 28*, 29
29
(*은 역채점문항)

3) 대인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 IAS)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김남재
(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 문장이 자신의 특성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 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상에 응답하
는 방식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5문항
중 3, 6, 10, 15번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고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75점이
다. 본 연구의 대인불안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79 이었다.

<표 4> 대인불안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척도

문항수

대인불안

15

계

15

Cronbach

문항 번호

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779

(*은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및 처리는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들을 측정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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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이용한 신
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검정
을 실시하였다.
4)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실시하였다.
5)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비교는
sheffé 검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알아보고, 성역할 정체감 집단별
χ²검정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로 인구통계학적 성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5>와 같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 )=row(%)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남

67(37.0)

10(5.5)

58(32.0)

46(25.4)

181(100)

여

91(34.6)

14(5.3)

100(38.0)

58(22.1)

263(100)

인구통계학적변인

성별

χ²=1.778

학년

p=.620

1학년

22(36.1)

4(6.6)

22(36.1)

13(21.3)

61(100)

2학년

38(33.9)

6(5.4)

42(37.5)

26(23.2)

112(100)

3학년

47(30.7)

6(3.9)

53(34.6)

47(30.7)

153(100)

4학년

51(43.2)

8(6.8)

41(34.7)

18(15.3)

1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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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11.365

연령

p=.252

18-20세

24(32.9)

5(6.8)

26(35.6)

18(24.7)

73(100)

21-24세

101(32.2)

16(5.1)

117(37.3)

80(25.5)

314(100)

25세이상

33(57.9)

3(5.3)

15(26.3)

6(10.5)

57(100)

104(23.4)

444(100)

*

전체

158(35.6)

χ²=15.779

p=.015

24(5.4)

158(35.6)

*p<.05
성별, 학년과 성역할정체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연령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p<.05 수준
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χ²=15.779). 18-20세, 21-24세는 여성성 유형이 많
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의 연령이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성성의 특성이 많아
진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비교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t-검정

평균

표준편차

남

3.44

.62

여

3.44

.50

t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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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대학생 자아탄력성 평균이 3.44로
같았다.

2) 성별에 따른 대인불안의 차이비교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대인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대인불안의 t-검정
평균

표준편차

남

2.85

.58

여

2.89

.46

t

-.829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대인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대인불안 평균은 2.85였고, 여학생은 2.89로
남녀간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3.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비교
1)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비교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모수요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
한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 평균 F검증 결과
성역할정체감
유형

N

M

SD

F

ｐ

s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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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성(1)

158

3.61

.57

남성성(2)

24

3.58

.53

여성성(3)

158

3.36

.48

미분화(4)

104

3.29

.55

전체

444

3.44

.55

9.608

.000

1>2,3,4

<표 8>에 의하면, 자아탄력성 총 점수 평균은 양성성이 3.61, 남성성이 3.58,
여성성이 3.36, 미분화가 3.29로 성역할정체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608,ｐ<.05). sheffé 방식을 사용한 사후 검증 결과 양성성은 남성성, 여성
성, 미분화 유형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미분화 유형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대인불안의 차이비교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대인불안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 유
형을 모수요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평균 F검증 결과
성역할정체감

N

M

SD

양성성(1)

158

2.67

.53

남성성(2)

24

2.72

.51

여성성(3)

158

3.05

.42

미분화(4)

104

2.98

.51

전체

444

2.88

.51

유형

F

ｐ

sheffé

18.487

.000

1>2,3,4

<표 9>에 의하면, 대인불안 평균은 양성성이 2.67, 남성성이 2.72, 여성성이
3.05, 미분화가 2.98로 성역할정체감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8.487,
ｐ<.05). s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 검증 결과 양성성은 남성성, 여성성, 미분
화 유형보다 대인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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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세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방
향을 탐색하고 올바른 사회적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²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는 t-검정, 성역할정체
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 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
문제 1에 대한 결과는

18-20세, 21-24세는 여성성 유형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연령이 20대 후반
일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우세하며, 바
람직한 양성성의 특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확립은 앞으
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초월한 개인의 개성과 장
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확립해 주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 2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아탄력성에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
는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박은희(1996)와 안
선형(200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음
을 보고한 Dixon(2002), 차은주(2010)의 연구도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대인불안에서 역시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
은 대인관계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서 대인불안감이 높다는 김나
영(2009)과 유초상(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달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 집단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교육발전연구 제32권 제1호

셋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로 먼저 자아탄력성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양성성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에
비하여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아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
고 융통성이 있다는 김득란(1992)의 연구, 양성성 유형이 의사결정시 가장 합리
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는 송은경(1994)의 연구, 양성성 유형이 활동
성, 안정성, 협조성 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김미경(2001)의 연구
외의 다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인불안의 차이에 대한 결과 역시 성역할정
체감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성성 유형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
화 유형에 비하여 대인불안 점수가 낮아 다른 세 유형에 비해 대인불안이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 유형이 대인 갈등관리 및 학교적응 행
동이 높다는 최임숙(2003)의 연구, 양성성 유형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역할
갈등이 낮고, 대인관계문제가 낮다는 김신애와 정남운(2006)의 연구와 일치한
다. 이는 남녀간의 생물학적 성차에 따라 자아탄력성 및 대인불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남녀 상호간 유사한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을 기대하게 된 경향성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 모델을 지지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양성적인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
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돌보아 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나약하기 않고 자기주
장이 뚜렷하며 사회에서 성실히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Gilligan, 1982; Spence, Helmreich & Stapp, 1974, 1975)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Bem(1974)를 비롯한 양성성 이론가들은 성정형화된 사람들은 양성의 역할
중 한 가지에 일치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나머지 다른
쪽의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양성적인 사람은 당면한 상황
이 요구하는 대로 도구적 행위와 표현적 행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그
리고 Frank(1979), Foxley(1979), Kenworthy(1979) 등이 양성성의 개념을 상담
에 적용한 결과, 양성성이 내담자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융통성 있는 양성적 성역할 태도가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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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
을 소유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가정, 학교, 사회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양성적 성역할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
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교육을 통해 고정된
성역할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나, 양성성 증진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
계적인 의식향상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남성
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과의 균형을 이루고,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 제한으로부
터 자유로워져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중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 444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정체감, 자아탄력성, 대인불안을 알아보는 척도들
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응답할 당시 응답자들의 개인적, 상황적인 요
인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질문지 방법외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지만,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않아 자아탄력성이나 대인불안에 하위요인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안하여 다양한 하위요인을 파악해야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간의 직접적
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세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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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by University Students
Yun-Gyeong Seo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by examining a relationship among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ment of a program helping psychological
adaption. For this, the study has performed one-wa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o its purpose by using a program SPSS 18.0 for Windows,
collecting materials of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Ego-Resiliency
Scale and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IAS) with target of 444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college located in the Chungnam-region.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ividing each group according to gender-role identity of each study
object, it is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androgyny type was the
highest as 33 persons (46.5%) over 25 years old, followed by feminity,
undifferentiated personality, masculinity types.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role
identity group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item. Seco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according to gender.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according to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The students who belongs
to the androgyny type group have significantly higher ego-resiliency
scores than those of the students who belongs to the masculinity,
feminity and undifferentiated personality type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interpersonal anxiety according to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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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wise, the students who belong to the androgyny type group have
significantly lower interpersonal anxiety scores than those of the
students who belongs to the masculinity, feminity and undifferentiated
personality types. In conclusion, androgyny type have higher
ego-resiliecy, and lower interpersonal anxiety than other type.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which can improve gender-equal attitude and behavior.
gender-role identity self-consciousness training program proved to be
effective could help a student to grow as an androgynous person that
adaptable to radically changing social demands.
Key Words: Sex-Role Identity, Ego-Resiliecy, Interperson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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