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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Neil 등(1986)이 개발한 성역할 갈등 척도(GRCS)를 번역한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K-GRCS)의 타당화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의 남자 대학생 156명에게 K-GRCS, 한국형 성 역할 검사(김영

희, 1988), 그리고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가 주어졌고 여자 대학생 168명에게

는 각 문항의 남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바꾼 K-GRCS 가 주어졌다. 요인 분석을 통해 K-GRCS은 3개의 요인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O’Neil 등(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GRCS의 4요인 구조와는 차이를 보였다.

각 문항의 남녀간 평균점을 비교한 결과 일부 문항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역할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

러났다. 기존의 한국형 성역할 척도들과의 상관 관계는 K-GRCS가 남성성의 부정적 영역을 반영함을 나타냈

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잠정적으로 K-GRCS가 남성성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한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O’Neil 등(1986)이 제안한 4개의 요인에 따른 해석은 유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성역할 갈등, 남성성, 성역할

I. 서론

성역할 갈등은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 된 성역할이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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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Good et al., 1995; O’Neil. 1981; O’Neil et al., 1986).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 또는 문화가 특정 성과 관련지은 가치, 태도, 행동을 내면화 한다. 사회가 특정 성

과 관련지은 대부분의 가치, 태도, 행동은 실제로 존재하는 남-여간의 차이 즉 남-여간의 생리적 차

이에 기초한 것이 아니지만, 각 개인은 사회가 규정한 성과 관련된 성역할을 내면화 하는 과정에

서 이들이 실재하는 남-여간의 차이에 기초한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생리적 성과 부합

한다고 믿어지는 성역할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Basow, 1992).

이렇게 사회 혹은 문화에 의해 규정되어진 정형화된 여성성은 여성을 억압하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여겨져 많은 여성들에 의해 도전받고 비판받아왔다. 이와는 달리

사회와 문화에 의해 규정되어진 남성성은 남성의 긍정적이며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믿어

져 왔고 따라서 그 부정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활발하지 못했다(O’Neil, 1987). 그러나 남성도 남

성성만을 내면화시키고 여성성을 부정할 때 자신의 전인적 성장이 방해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O’Neil, 1981; Pleck, 1981; Sharpe, Heppner, & Dixon, 1995). O’Neil 등(1986)은 성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의 개발을 통해 남성이 경험하게 되는, 내면화된 남성성의

부정적 영향 즉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 이란 개념이 수용되기 이전에는 많은 연구가 남성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

정적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Arrindell et al., 1997; Lubinski, Tellegen, & Butcher, 1981, 1983;

Whitley, 1984). 이 연구들은 대개 Bem Sex Role Inventory(BSRI; Bem, 1974)나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 Spence, Helmreich & Stapp, 1975)의 남성성 하위 척도에 의해 측

정된 긍정적 남성성이 긍정적 심리 특성과는 양적 상관을, 부정적 심리 특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

이며 따라서 남성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에 이롭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BSRI나 PAQ의 남성성

척도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구인이 과연 남성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Spence, 1984, 1991; Spence & Helmreich, 1978). 이 문제 제기에 대해 Bem(1981, 1984),

Frable(1989) 등이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실증적 연구들은 BSRI나 PAQ의 남성성 척도에 의해 측정

되어지는 구인이 남성성을 대표하기 보다 주로 특정 성격 특성 즉 도구성(instrumentality)만을 반

영함을 입증하였다. 더 나아가 관련 연구들은 남성성은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제

안하고 있다(Deaux, Kite, & Lewis, 1985; Spence, 1984, 1993; Spence & Buckner, 1995;

Thompson, Pleck, & Ferrera, 1992). 따라서 남성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남성성의 한 측면인 도구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상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남성성의 다른 측면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 탐색이 필요하다(Sharpe, Heppner, & Dixon, 1995). 특히 BSRI와 PAQ의 남

성성 하위 척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이면서 특히 남성에게 더 바람직한 가치들을 반영

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BSRI와 PAQ의 남성성 하위 척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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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이에 대비되는 성격의 남성성 척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GRCS는,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여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BSRI나 PAQ의 남성성 하위 척도와는 달리, 전통적 남성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Good et al., 1995; O’Neil, Good, & Holmes, 1995; Thompson, Pleck, &

Ferrera, 1992). O’Neil(1981, 1987)은 전통적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의 지나친 강조 때문에 여성이

여성성을 내면화 하도록 강요받는 것 이상으로 남성이 전통적 남성성만을 내면화 하도록 강요 받

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런 강요의 결과, 여성성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여성성을 두려워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믿

었다. 내면화된 남성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 즉

성역할 갈등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 성역할 갈등은 감정 표현 억제, 통제 힘 경쟁의 강조, 동성

애에 대한 공포, 성적 그리고 애정적 행동의 억제,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건강 문제라

는 여섯 가지 부적응 형태로 발현될 것이라 제안되었다(O’Neil, 1981, 1987; O’Neil et al., 1986).

GRCS의 개발자들(O’Neil et al., 1986)은 위에서 밝힌 여섯 가지 형태의 성역할 갈등을 대표하

는 85개의 문항을 527명의 미국 남자 대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이 남성성과 관련한 갈등을

나타내는가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물었다. 이렇게 얻은 점수의 평균이 3.5 이상, 표준 편차 1.0 이

상 그리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타 문항과 .30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을 선택한 결과 37개의

문항들이 이 문항 선택 규준들을 만족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37개의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개발자

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남성 성역할 갈등의 여섯 가지 부적응 형태를 반영한 6 개의 요인이 아니라 4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이 4 개의 요인은 성공 권력 경쟁(success, power, competition; SPC), 감정 억제

(restrictive emotionality; RE), 남성간 애정 행동 억제(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RABBM), 그리고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 CBWF)이다.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요인별로 .74 이상으로 양호하며 4주간의 재측정 신뢰도는 .72 이상이었다

(Good et al., 1995; O’Neil et al., 1986). 이와 같은 요인 구조는 다양한 사회 문화에 속한 남성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O’Neil, 2002).

서구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부터, GRCS는 전통적 남성성과 개인의 적응간의 중요한 연

결 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재하는 남성의 행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Good

et al., 1995; Thompson, Pleck, & Ferrera, 1992)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사회의 남성들 못지않게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한국 남성의 행동 혹은 심리적 부적응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GRCS의 한글화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이미

최명식(1995)이 성역할 갈등 척도를 번안하여 김득란(1989)이 만든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와 유의미

한 상관이 있음을 보였고 우울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도 유의미함을 밝혔다.

그러나 최명식의 연구는 GRCS의 번안과 관련한 타당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Jo(2000)는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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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한 일부 문항을 보다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항으로 변형시킨 후 각 문항이 우리 문

화에서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나타내는지를 검토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적 적응 또

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한 척도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Jo(2000)의 연구에서는 GRCS의 요인

구조가 O’Neil 등(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요인에 포

함된 문항들은 Jo의 연구과 O’Neil 등의 연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Jo(2000)가 성행위와 관련한 일부 문항을 보다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한 문항으로 변형한 것은

이 문항들이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서 Jo는 한

국 대학생 중 일부만이 성행위의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김상원(1999)은 고등학교 현

장에서의 대면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59.3% 가 성관계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 결과는 물론 표집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미국 남자 청소년

중 55%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1995년의 미 정부 조사 결과(재인용, Jaffe, 1998)와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한국 남자 대학생의 성경험 비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GRCS의 한글화 과정에서 성행위와 관련한 문항들을 변형시키지 않고 타당화하는 작업이 현

세대의 한국 대학생 집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 Jo(2000)는 O Neil(1986)의

연구에서처럼 평정자들에게 GRCS의 각 문항들이 한국 남성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성역할갈등인

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한 관념적인 평정일 뿐 한국 남성들

이 실제로 각 문항의 내용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GRCS의 문항을 의미의 변형없이 한글화한 후 요인분석을 통

해 영문판 GRCS의 요인 구조가 한글화 한 후에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각 문항의

남녀간 평균 점수를 구해 번역된 GRCS의 각 문항의 내용이 한국 남성이 실제로 경험하는 남성 성

역할 갈등을 대표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실제로는 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국어 GRCS가 김영희(1988)가 제작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

와 윤진, 최정훈, 김영미(1989)가 제작한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 가를 알

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GRCS가 기존의 한국형 성역할 척도들과 구분되는 영역을 측정하

고 있는지 혹은 유사한 영역을 측정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의 수도권과 중부권의 도시 지역 156명의 남자 대학생과 168명의 여자 대학생이 본 연구

에 참가하였다. 남자 대학생에게는 한국어 GRCS, 한국형 성역할 검사,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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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설문지가 주어졌고 여자 대학생에게는 문항중 남성 이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바꾼 한

글 GRCS이 주어졌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은 남성은 18세부터 36세까지 그리고 여성은 18세부터

29세까지 였으며 학년은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였다.

2 . 측정도구

1) 성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O Neil 등(1986)이 개발한 이 척도는 모두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분석에 의해

성공 권력 경쟁(success, power, competition; SPC), 감정 억제(restrictive emotionality; RE), 남성간

애정 행동 억제(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RABBM), 그리고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 CBWF)이라는 4개의 하위척도가 추출되었

다.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

치도는 .88-.90으로 보고 되었다(Good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GRCS가 쓰여졌다. 영문 GRCS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

어 사용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또 다른 이중언어 사용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GRCS가 영문으로 역번역 되어 한국어로 번역된 GRCS가 영문 GRCS와 의미상 동일함

을 검증하였다.

2)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김영희(1988)가 제작한 KSRI는 모두 Likert 7점 척도인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자

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으로 인정되는 186개의 문항을 추출한 뒤 다양한 통계

적 절차를 거쳐 남성성 문항 15개, 여성성 문항 15개 중성성 문항 10개를 선택하였다. 남성성 척도

와 여성성 척도간의 상관은 -.14로서 두 척도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남성은 남

성성 척도의 점수가, 여성은 여성성 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아 KSRI가 개인의 성역할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내적 일치도는 남성성, 여성성, 중성성 하위 척도가 각각 .86,

.76, .69 였다. 한편 한경애(1999)의 연구에 의하면 김영희의 KSRI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내

적 일치도는 각각 .85와 .75 였다.

3)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는 남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때의 스트레스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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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으로 윤진, 최정훈, 김영미(1989)에 의해 제작되었다. 제작자들은 먼저 다양한 표집의

응답자들로부터 남성이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기술된 상황들을 167개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다시 전문가의 평정을 통해 이 문항들 중 남녀 양성에게 모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은 t-test를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스

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중간 이상일 때 선택되었다. 남성에게만 적

용된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남성이 그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중간 이상으로서

그 정도가 큰 문항부터 선택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40개의 문항이 얻어졌다.

Likert 7점 척도이며 내적 일치도는 .93 으로 보고되었다.

III. 연구결과

1. 한국어 성역할갈등척도의 요인분석

한국어 성역할갈등척도(K-GRC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WIN 10을 사용해 주

성분 분석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의 Eigenvalue와 Scree

Plot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요인의 수는 3개로 나타났다. 이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2.13%를 설명하였다. 3개 요인을 Varimax 방식으로 직교 회전 시킨 후 K-GRCS 문항의 각

요인에 대한 부하량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첫번째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O'Neil, Helms, Gable, David와

Wrightsman(1986)의 연구에서 GRCS을 요인 분석하여 나타난 첫번째 요인인 성공 권력 경쟁 요인

(success, power, competition, SPC)에 포함된 문항들과 동일하다. 본 연구의 두번째 요인은 모두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 Neil 등(1986)의 감정억제 요인(restricted emotionality, RE)에

포함된 10개 문항 모두와 남성간 애정 행동 억제 요인(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RABBM)에 포함된 여덟개 문항 중 여섯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O Neil 등(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 요인(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CBWF)에 포함된 여섯

문항은 여덟 문항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세번째 요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세번째 요인의 나머

지 두 문항(문항 7, 16)은 O’Neil 등(1986)의 연구에서는 RABBM에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K-GRCS의 요인구조는 첫번째와 세번째 요인은 각각 O’Neil 등(1986)의 연구의 SPC와

CBWF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두번째 요인은 O’Neil 등(1986)의 연구의 RE와 RABBM이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져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첫번째 요인을 성

공 권력 경쟁 요인(SPC), 두번째 요인을 감정 억제와 남성간 애정 행동 억제 요인(RE & RAB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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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번째 요인을 일과 가족 관계간의 갈등 요인 (CBWF) 이라고 명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시 한국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Jo(2000)의 연구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 K-GRCS이 3요인 구조를 보인 것과는 달리 Jo(2000)는 자신이 한글로 번역한

GRCS가 O Neil 등(1986)의 연구에서처럼 4요인 구조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문항별로는 Jo(2000)

의 연구에서 SPC에 속하였던 문항 11이 본 연구에서는 O Neil(1986) 등의 연구에서처럼 CBWF에

<표 1> 요인분석표

1요인 2요인 3요인

문항 24 0.77 0.06 -0.06
문항 1 0.73 0.01 -0.14
문항 37 0.68 0.06 0.24
문항 23 0.68 0.05 0.02
문항 34 0.60 0.03 0.00
문항 8 0.58 0.07 0.14
문항 5 0.52 -0.12 -0.08
문항 18 0.50 0.18 0.24
문항 32 0.48 0.13 0.31
문항 14 0.47 0.39 0.00
문항 12 0.45 0.09 0.14
문항 21 0.33 0.03 0.20
문항 28 0.32 0.11 0.29
문항 30 0.04 0.65 0.06
문항 29 0.07 0.64 0.04
문항 15 0.04 0.61 0.28
문항 19 0.01 0.59 0.08
문항 22 0.11 0.58 -0.07
문항 13 0.10 0.54 0.04
문항 2 -0.02 0.52 0.06
문항 9 0.35 0.50 0.06
문항 10 0.17 0.48 0.11
문항 25 -0.03 0.45 -0.05
문항 26 0.09 0.44 0.04
문항 3 0.07 0.43 0.25
문항 20 -0.07 0.42 0.25
문항 6 0.02 0.36 0.09
문항 33 -0.01 0.31 0.14
문항 35 0.06 0.18 -0.04
문항 27 0.19 0.04 0.74
문항 11 0.01 -0.01 0.64
문항 17 0.11 0.19 0.62
문항 31 0.30 0.08 0.60
문항 36 0.35 0.14 0.41
문항 4 0.26 0.20 0.37
문항 16 -0.07 0.14 0.29
문항 7 0.21 0.15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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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Jo(2000)의 연구에서 CBWF에, 그리고 O Neil(1986) 등의 연구에서는 RE에 속하였던

문항 6, 9, 10, 25가 본 연구에서는 RE & RABBM에 포함되었다. Jo(2000)의 연구에서 RABBM에

포함되었던 문항 7, 16은 본 연구에서는 CBWF에 포함되었다.

K-GRCS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 s alpha)는 .85 였다. 세 요인에 대한 내적일치

도는 각각 .83, .80, .60 였다. 세번째 요인(CBWF)의 내적일치도는 그 문항들 중 O’Neil 등(1986)

의 연구에서 RABBM에 포함되어있던 두 문항을 제외시킨 경우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BWF에 포함된 문항들 중 문항 7 다른 남자와의 애정은 나를 긴장시킨다와 문항

16 다른 남자를 만지는 남자를 보면 불쾌하다는 해당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30이하이며 특히 문

항 7은 해당 요인과 부적 부하를 보이고 있다. 이 문항들은 해당 요인의 다른 문항들과 내용의 차

이도 보이고 있다. 문항 35 나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를 보면 그의 성적 선호(이성애, 동성애)

가 의심된다는 RE & RABBM에 포함되어 있으나 요인에 대한 부하가 .179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2 . 한국형 성역할갈등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남녀 반응 분석

성역할갈등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이 남성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을 얼마나 대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역할갈등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남자 대학생들과 여자 대학생들의

응답내용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각 문항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t-검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여기에서 12번, 13번, 15번, 30번, 32번, 35번의 경우 남자대학생에 비해 여자대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호소한 문항들이다. 각 문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성취수준과 성공수준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한다.

13. 성관계 중에 나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다.

15. 내 짝에게 나의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하기 어렵다.

30. 성관계 도중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은 어렵다.

32.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 자주 신경쓴다.

35. 나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를 보면 그의 성적 선호(이성애, 동성애)가 의심된다. (남성용)

나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여자를 보면 그의 성적 선호(이성애, 동성애)가 의심된다. (여성용)

위의 문항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성역할갈등보다 여성의 성역할갈등을 경험적으

로 더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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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역할갈등 척도 각 문항에 대한 남녀 응답 비교

문항

남학생 여학생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1 155 4.62 1.19 167 4.69 0.95 -0.63 0.53
2 155 3.31 1.37 166 3.17 1.37 0.88 0.38
3 153 2.72 1.50 167 2.72 1.37 0.04 0.97

*4 155 3.70 1.48 167 3.26 1.33 2.80 0.01
5 155 4.31 1.40 167 4.38 1.18 -0.47 0.64
6 155 2.75 1.35 167 3.02 1.43 -1.69 0.09
7 154 1.71 1.28 167 1.98 1.25 -1.90 0.06
8 155 4.07 1.23 167 4.12 1.19 -0.36 0.72
9 155 3.01 1.47 167 3.10 1.40 -0.56 0.58

10 151 2.67 1.53 166 2.64 1.34 0.19 0.85
11 155 4.08 1.41 167 4.25 1.28 -1.12 0.26

**12 155 3.35 1.38 167 3.67 1.20 -2.24 0.03
**13 153 2.88 1.51 150 3.37 1.40 -2.93 0.00

14 155 4.29 1.34 167 4.30 1.36 -0.06 0.95
**15 154 2.90 1.42 166 3.02 1.31 -0.76 0.45
*16 153 4.18 1.67 167 2.86 1.47 7.51 0.00
17 155 3.50 1.34 167 3.29 1.31 1.42 0.16
18 155 4.01 1.35 167 4.07 1.26 -0.41 0.68
19 155 3.62 1.38 167 3.57 1.37 0.33 0.74

*20 153 3.41 1.72 167 2.32 1.35 6.32 0.00
*21 155 4.20 1.12 167 3.69 1.22 3.91 0.00
22 155 3.97 1.35 165 4.24 1.33 -1.75 0.08
23 155 3.46 1.39 167 3.26 1.32 1.33 0.19
24 155 2.83 1.26 167 2.91 1.37 -0.58 0.57
25 155 4.00 1.27 167 4.07 1.13 -0.54 0.59

*26 154 2.44 1.37 167 2.06 1.28 2.58 0.01
27 155 3.84 1.34 167 3.65 1.38 1.22 0.22

*28 155 3.77 1.22 167 3.38 1.26 2.83 0.01
29 155 3.43 1.38 167 3.51 1.40 -0.58 0.57

**30 147 2.91 1.41 148 3.41 1.37 -3.09 0.00
31 155 3.95 1.19 167 3.77 1.29 1.27 0.21

**32 155 4.12 1.23 167 4.46 1.13 -2.57 0.01
*33 151 3.40 1.70 166 2.83 1.63 3.06 0.00
34 153 3.96 1.32 167 3.67 1.48 1.85 0.07

**35 153 2.29 1.27 167 1.86 1.09 3.28 0.00
36 155 3.72 1.31 167 3.57 1.34 0.99 0.32
37 155 4.34 1.25 167 4.57 1.14 -1.75 0.08

* 남학생 평균 > 여학생 평균 p<.05
** 남학생 평균 < 여학생 평균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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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호소한 문항들은 다음의 7개에 지나지 않았다.

4.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16. 다른 남자를 만지는 남자를 보면 불쾌하다. (남성용)

다른 여자를 만지는 여자를 보면 불쾌하다. (여성용)

20. 다른 남자를 안아주는 것이 어렵다. (남성용)

다른 여자를 안아주는 것이 어렵다. (여성용)

21. 나는 자주 주변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26.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

을 주저한다. (남성용)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 염려되어 여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

을 주저한다. (여성용)

28.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33. 다른 남자와 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 (남성용)

다른 여자와 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 (여성용)

3 . 성역할갈등 척도와 다른 성역할 척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K-GRCS가 기존의 성역할 척도와는 구분되는 혹은 유사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

을 확인하기 위해 K-GRCS와 한국형 성역할 검사(김영희, 1988)의 하위척도인 남성성 척도, 여성성

척도, 그리고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K-GRCS는 한국형 성역할 검사의 남성성 하위 척도, 여성성 하위 척도와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상관( =.01)을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Jo(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남

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는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생시키는 스트

레스를 측정한다고 믿어지는데, 이 척도와의 의의 있는 상관은 K-GRCS가 측정하는 영역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는 개념과 관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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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역할갈등 척도, 남성성 척도,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의 상호상관

성역할갈등 척도 남성성 척도 여성성 척도

남성성 척도 0.05

여성성 척도 0.11 0.10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0.46** 0.12 0.07

** p<.01

IV. 논의 및 제언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K-GRCS의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O Neil 등(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영문 GRCS의 4요인구조와는 차이

를 보인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K-GRCS의 첫번째 요인(SPC)과 O’Neil 등

(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영문 GRCS의 SPC 요인이 서로 동일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K-GRCS의 세번째 요인(CBWF)도 영문 GRCS의 CBWF요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K-GRCS와 GRCS

을 각각 이용한 한국과 미국의 연구에서 SPC와 CBWF의 두 요인이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K-GRCS의 두번째 요인(RE & RABBM)은 영문 GRCS의 RE요인과 RABBM 요인에 속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구분된 감정억제 요인과 남성간 애정 행

동 억제 요인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에게서는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O'Neil(1981, 1987)에 의하면 RABBM 요인은 미국 문화의 동성애에 대한 공포(homophobia)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RABBM의 문항들은 이처럼 서구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남성간의 애정

을 표현하는 행동과 감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는 서구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남성

간의 행동들을 남성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남성간의 우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영문 GRCS의 RABBM 요인에 속한 문

항들이 금기시 되는 감정의 표현과 관련된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상 생활에서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문 GRCS의 문항

들을 K-GRCS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문 문항 본래의 뜻을 정확히 한국어 문항으로 옮기지 못하

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K- GRCS의 두번째 요인은 타인에 대한 친

근감과 감정 표현의 억제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K-GRCS의 하위 요인로서의 안정성

이 확보되고 그 의미가 명확해질 때까지 사용과 해석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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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항의 경우 각 요인에의 부하가 .30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K-GRCS의 상당수 문항들이

기술하는 갈등을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대학생들은 크게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문항들에 대해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실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 문항들 중 일부는 성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있는데,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 표현이 억압받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문항들은, GRCS의 문항들이 기대되어지는 남성 성역할을 기술한 것으로 실

제 경험되어지는 남성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잘 기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런

문항들은 K-GRCS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

생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이 전체 37개 문항 중 7개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은 K-GRCS가 실제로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대표하기보다는 남녀가 일상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여겨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GRCS는 기존의 성역할 척도의 남성성 척도와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K-GRCS가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는 다른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GRCS는 한국형 성역할 척도의 여성성 척도와도 통계적으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와 같은 결과는 Jo(200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O'Neil 등(1986)에 의하면 GRCS는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K-GRCS와 관련하여 O’Neil 등의 주

장이 다시 검증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K-GRCS와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운지, 최정

훈, 김영미, 1989)와의 양적 상관은 K-GRCS가 남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K-GRCS가 남성성의 부정적 영역을 측정하는 의미있는 도

구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적 타당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은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편의적 표집법에 의해 선택되어졌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된다. 또

한 연구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안정된 요인 구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K-GRCS가 과연 영문 GRCS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며 한국의 문화에 적절하게 번역되었는

가의 여부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통계 방법을 연속으로 사용한 것

은 추리 통계에서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GRCS와 관련한 한국의 기존의 연구들(최명식, 1995; Jo, 2000)과 본 연구의 결과들을 모두 고려

하면 K-GRCS은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잠정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성과 관련한 한국의 선행 연구들이 남성성의 긍정적인 영역과 주로 관련

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여러 사회 문화에서 남성성의 부정적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그 타

당성이 검증되어온 GRCS를 한국어로 번역한 K-GRCS는 한국에서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양성 평등 교육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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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K-GRCS의 요인 구조는 부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O Neil 등(1986)이 제안한 요인 구

조를 이용하여 한국어 GRCS의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적절성이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GRCS를 한국인

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보다 더 고려한 번안과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

이 요구된다. 더불어 K-GRCS가 측정하는 남성성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남성성과 여성성 척도들, 그리고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과 관련된 다수의 심리 척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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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GRCS(K-GRCS)

Kim, Ji-Hye on* ·Hwa ng , Ma e -Hya ng ** ·Ryu, Je ong-Yi***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Gender Role Conflict Scale(GRCS) and to examine

the cultural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GRCS(K-GRCS). In 1986 O'Neil, Helms, Gable, David,

and Wrightsman developed Gender Role Conflict Scale that assesses mes's problems with their

gender role socialization. They found the construct of gender role conflict consists of four

different factors; Success, Power, and Competition(SPC), Restrictive Emotionality(RE), Restricted

and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RABBM), and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s(CBWFR). These four factors served as factor targents in principal components analyis

of K-GRSC obtained from 158 Korean college men.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as examined through 168 female samples. The result suggest three-factor structure fitted better

and called the further examination of cultural validity of gender role conflict in the future. The

comparison with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and Korean Gender Role Stress Scale for

Men prove the gender role conflict is the salient and distinct psychological construct of men.

Th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noted.

key-word: gender-role-conflict, masculinity, gender-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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