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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타당화: 

여자 학생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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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성성역할과 관련하여 성역할괴리이론과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반영하는 89개의 6점 Likert 척도 문항을 만들
고, 이 중 여대생 집단의 평균 점수가 3.5 미만이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은 반응을 
하는 등의 문항을 제외한 22개의 문항을 얻었다. 여대생 210명이 이 22개의 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다중 부하를 보이는 5개 문항을 제외한 17개 문항에 대해 4개의 요인을 
얻었다. 다시 349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 4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을 통해 얻은 4요인 모형이 새로운 자료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척도의 변별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가 함께 검토되었으며,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주요어 : 여성성역할, 성역할갈등, 성역할괴리, 성역할역기능 

Ⅰ. 서론
성역할의 내면화는 생의 기에 형성되어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  행동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lgeson, 2002). 연구자들은 성역할의 이런 향에 해 심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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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양한 교육 , 심리  변인과의 계에 해 탐색하여왔다. 교육에서 성과 련하여 일

이 심을 받은 분야는 여성이 경험하는 수학 혹은 과학 교육에서의 장벽이었다(i.e., 민무숙, 

이정희, 2005; Brownlow, Jacobi, & Rogers, 2000; Murphy & Whitelegg, 2007). 이외에도 체육 

등 여타 특정 과목의 학습과 성역할 간의 계에 한 연구도 수행되어왔으며(i.e., 조한범, 김

미향, 김인제, 2000), 성역할과 일반 인 학업성취간의 계(i.e., 오윤자, 2003)도 탐색되어왔다. 

Whitley(1984)는 남성성, 여성성과 심리  건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변인들 간의 계를 

탐색한 다수의 연구들을 검토하 다. 그는 성역할이 정  심리 변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성역할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향도 다양하게 탐색되었다. 

를 들어 Gottfredson(1981)은 성역할의 내면화에 따라 생의 기부터 남성은 남성  직업을, 

여성은 여성  직업을 선택하게 한다고 주장하 고 Cook과 Symbayi(1998)는 내면화된 성역할

에 따라 직업의 성 정형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름을 보 다. Lindley(2005)는 진로장벽의 인식

과 련하여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성역할과 다른 변인들 간의 계를 탐색하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을 

측정하는 경우 이를 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은 주로 Bem(1974), 혹은 Spence, 

Helmreich와 Stapp(1974) 등이 제안한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성역할 척도들이었다. 

이 척도들을 사용한 연구들은 정 인 측면을 반 하는 심리  변인들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고 있으나 우울 등 부정  변인을 설명할 때는 일 되지 않은 결과를 보 다(Whitley, 1984). 

그 이유는 Bem 등의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역할 척도들이 성역할의 정성만을 

측정할 뿐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것에는 소홀하 기 때문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성역할의 부

정  측면을 측정하려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 도구들은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

어진 도구들과는 다른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 다(i.e., ;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이처럼 다양한 성역할 측정 도구들을 통해 성역할과 그 향을 보다 다차원 으로 이해하려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고 그 향을 탐색하려는 시도들은 

주로 남성성을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상 으로 제한 이었다(i.e., Gillespie & Eisler, 1992). 한국에서도 역시 양성성 개념을 바탕

으로 성역할의 내면화 정도를 한국 문화에 합하게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어왔고(i.e., 김

희, 1989; 정진경, 1990) 성역할의 부정  측면과 련해서는 주로 남성성을 심으로 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i.e., 김지 , 황매향, 유정이, 2003; 김지 , 황옥경, 최희철, 2005). 

지 까지 성역할과 련한 연구들이 밝 왔듯이 성역할이 다차원 이며 이를 총체 으로 탐

색할 때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과 그 향을 보다 잘 알 수 있다면, 남성성뿐 아니라 여성성

의 정  부정  차원에 한 이해와 측정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성의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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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함께 여성의 진로장벽, 특정 학과목에 한 심리  장벽 등에 미치는 향을 보다 잘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성역할의 내면화와 표 이 문화  향에서 자유롭지 않

음(Kiselica & Englar-Carlson, 2008)과 생애 발달의 향에 민감함(차 란, 김기범, 경숙, 

2007)을 고려할 때 여성성의 한 측면을 탐색하는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특정 문화 내의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여 생을 상으로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 즉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고 그 요인을 찾고자 하 다. 한 개

발된 척도가 정  측면의 여성성 척도와는 다른 역을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해 정진경

(1990)이 BSRI(Bem, 1974)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성역할검사의 여성성 척도와 개발된 

척도를 비교하 다. 그리고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여성의 부 응  행동과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우울, 의사결정의존성과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섭식 

장애(안명희, 2004)와의 계를 탐색하 다.

Ⅱ. 이론적 배경

성역할이란 생물학  성에 기 하여 한 개인의 행동, 사고, 정서에 해 기 하는 것들의 집

합이라고 할 수 있다(Kilmartin, 2007). 이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행동, 사고, 정서를 

경험하고 표 하게 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기 성역할 연구자들은 이 같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응 으로 매우 요한 것이어서 남성은 남성다운 성격특성과 역할(남성성)을, 그리고 

여성은 여성다운 성격특성과 역할(여성성)을 내면화하고 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

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상의 서로 반 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남성

이 높은 여성성을 나타내거나 여성이 높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은 병리 인 것으로 생각하

다(Helgeson, 2002). 이 에는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이 잠재해 있었다(Tang 

& Lau, 1996).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 되며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

월할 것이라는 믿음은 1970년 에 들어 Bem(1974), Spence, Helmreich와 Stapp(1974) 등에 의

해 경험 으로 논박된다. 이들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며 

한 보다 더 응 이라고 주장하 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반 되는 개념이 아닌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며 높은 수 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보이는 경우는 양성성이라 불리

었다.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성격특성과 련시켰으며 높은 수 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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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인 , 사회  응을 도울 것으로 믿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한 Bem과 Spence 등의 모형은 1980년 에 들어서며 두 측면에서 요

한 비 에 직면한다. 먼  제기된 비 은 이들이 개념화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성격특성에만 의

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Spence(1984)는 스스로 자신이 제안한 모형의 한계를 지 하고 남성성

과 여성성은 성격특성만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행동, 태도 등 다양한 차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하나의 비 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면화가 과연 개인 , 

사회 으로 응 이기만 할 것인가 하는 과 련되어있다. O'Neil(1982)과 Pleck(1981) 등은 

성역할과 련된 사회  기 가 한 개인 혹은 그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에게까지 부정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 과도한 남성성의 내면화는 남성들로 하여  지나치

게 경쟁 , 공격 , 성취 지향 인 삶을 살게 함으로써 스트 스를 경험하게 한다. 한편 높은 

수 의 양성성은 여성들에게 가족과의 계를 한 시간과 과업에서의 성취를 한 시간 모두

를 확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정된 시간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스트 스를 

안겨 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은 성에 따른 성격특성이나 성역할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들을 반 하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 되는 개념의 단일 차원이라는 이론 

모형 즉 성정체성 모형은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Hathaway & McKinley, 1951)의 M/F 척도에 잘 나타나 있다. MMPI의 

M/F 척도는 본래 이성애 남성과 동성애 남성을 분류하기 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에는 남성

성과 여성성이 양극성의 단일차원이란 것 뿐 아니라 남성이 동성애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높은 여성성 때문이며 남성이 높은 남성성을 보이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가정이 담

겨있다. 그러나 MMPI의 M/F 척도에 담긴 이런 가정들은 모두 비 받고 있기 때문에 재 이 

척도는 더 이상 본래의 개발 의도 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진로 상담 분야에서 리 사

용되고 있는 Strong 직업 흥미 검사(김정택, 김명 , 심혜숙, 2004)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 되는 개념의 단일 차원이란 생각을 반 한 M/F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Strong 직업 흥미 

검사의 M/F척도는 재 희귀응답지수로서 해석되며 여 히 본래의 개발 의도에 가깝게 사용

되고 있다. 를 통해 어떤 남성이 Strong 직업 흥미 검사의 M/F 척도에서 높은 F 수를 얻

는다면 이 남성은 ‘특이한 응답자로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 되는 개념이며 남성은 남성성이 높은 것이, 그리고 여성은 여성성

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암묵 인 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독립된 차원으로 개념화한 이론, 즉 양성성 모형을 반 한 척도는 

Bem Sex Role Inventory(BSRI; Bem, 1974)와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 Sp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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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reich, & Stapp, 1974)가 표 이다. BSRI의 남성성, 여성성 문항들은 각각 그것이 남성 

혹은 여성  어느 한 성에게 얼마나 더 바람직한 성격 특성인가란 기 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에 비해 PAQ의 문항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함께 바람직스러우나 특히 어느 한 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에 따라 남성성 척도에 속할 것인지 여성성 척도에 속할 것인지 결정

되었다. 이처럼 BSRI와 PAQ의 남성성, 여성성 문항의 선정 기 이 조  다르지만 모두 바람직

한 특성을 반 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는 공통 이 있다. 따라서 이들 척도에서 높은 수 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보인다는 것은 각각 특정 사회  장면에서 바람직하게 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것이며 특히 높은 수 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소유한 양성성은 이런 자원을 

모두 가진 것으로서 보다 많은 사회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척

도들은 기 로 자존감 등 심리 으로 정 인 측면과는 유의한 계를 보 다. 그러나 우울 

등 부정  측면의 심리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 다(Whitley, 1984). 

높은 수 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획득이 반드시 응 이지 않으며 순화되지 않은 높은 

수 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개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성역할긴장 이론은, 남성성에 해서는 성역할갈등척도(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남성성역할스트 스척도(the Male 

Gender Role Stress Sclae: MGRSS, Eisler, Skidmore, & Ward, 1988), 그리고 남성성역할이념척

도(the Masculine Gender-Role Ideology: MGRI, Pleck, Sonenstein, & Ku, 1993) 등에 반 되

어 있다. 이처럼 남성성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있으며 이들 척

도를 이용하여 순화되지 않은 남성성의 내면화가 남성의 심리  신체  건강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 한 지 않다(i.e., O'Neil, Good, & Holmes, 1995). 이에 비

해 순화되지 않은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는 흔치 않으며 련 연구도 제한되

어있다(i.e., Gillespie & Eisler, 1992).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성의 부정  

측면에 한 연구들은 일부 찾아 볼 수 있으나(i.e., 김지 , 황옥경, 최희철, 2005) 여성성의 부

정  측면에 한 연구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여성성역할스트 스척도(the Fe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FGRS, Gillespie & Eisler, 

1992)는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흔치 않은 척도들  하나이다. 이 척도의 개발자들

은 여성에게 특히 스트 스를 주는 상황에 한 다수의 비문항들을 개발하고, 43명의 남녀 

응답자들에게 각 비문항이 보통의 여성과 보통의 남성에게 각각 얼마나 스트 스를 주는 상

황인지를 6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하 다. 보통의 여성이 보통의 남성보다 더 많

은 스트 스를 경험할 것으로 평정된 65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39개의 문항이 해석 

가능한 5개의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5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감정 없는 계에 한 두려움, 

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 희생자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 주장 인 것에 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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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양육 이지 않음에 한 두려움. FGRS는 우울, 섭식 장애 등과의 의미 있는 상 을 통해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Martz, Handley, & Eisler, 1995).

구체  성역할은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Helgeson, 2002), 미국에서 개발된 FGRS

를 다른 사회 문화에서 사용하기 한 문화 간 척도 타당화가 시도되었다. Well, Kolk, 와 

Arrindell(2005)은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FGRS의 5요인 구조가 네덜란드에서도 용 가능함

을 검증하 다. 그러나 국 여성들을 상으로 한 Tang과 Lau(1996)의 연구에서는 5요인 구조

보다는 3요인 구조가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래 39개의 문항  18개 문항만이 의미 있

는 문항으로 남았다. Tang과 Lau가 제안한 3요인은 주장 인 것에 한 두려움, 희생자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 그리고 부 함이다. 그런데 부 함 요인의 경우 주로 감정 없는 계에 

한 두려움, 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과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역할이 삶의 다양한 장면에 걸쳐 향을 미치는 구인이며(Kilmartin, 2007), 사회가 요구하

는 성역할의 내면화가 한 개인 혹은 그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에게까지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면(O'Neil, 1982; Pleck, 1981), 성역할의 부정  측면에 한 탐색은 개인의 건강한 응과 

행복한 삶을 돕기 한 기 가 될 것이다. 이와 련하여 한국에서도 남성성의 부정  측면에 

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언 하 듯이 여성성의 부정  측면에 한 연구

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여성성의 부정  측면에 한 연구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  하나는 

이를 측정하기 한 척도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Gillespie와 Eisler가 개발한 FGRS를 한

국에 용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Tang과 Lau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서구 사회에서 개발된 성역할 척도와 문항들을 사회문화  배경이 다른 한국 사회에 

그 로 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를 들어 조 호와 이재 (2007)은 서구문화권이 

개인주의 사회의 성격을, 동아시아 문화권이 집단주의 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집단주의성

향을 가진 개인들의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주의성향을 가진 개인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 다. 

 사회에서 개인의 성역할 내면화에 지 않은 향을 미치는 매체 고에서 나타나는 한

국 여성의 사회  역할은 그 내용면에서 서구의 그것과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보이고 있다

(김상훈, 안 천, 2006).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개인의 사회화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문화가 반

된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탐색하는 척도 혹은 문항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여성이 경험하는 역할의 차이는 사회문화 간 뿐 아니라 세  간에도 지 않게 나타난

다. 이는 여성이 생애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 변화, 사회  변화에 의한 역할의 변화

와 련 있다(차 란, 김기범, 경숙, 2007). 특히  사회의 빠른 변화에서 오는 경험의 차

이는 청년기 여성과 다른 발달 단계 상의 여성이 내면화하는 역할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발달 단계 상의 여성에게 공통 으로 용되는 성역할 척도를 구

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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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쳤다. 

1. 문항개발

사회 으로 부여되는 성역할이 부정 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개인이 성역할

과 련한 사회  기 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경험하는 갈등이며 이를 성역할괴리이론

(gender-role discrepancy theory)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이 그 자

체로 사회  응에 부정 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며 이를 성역할역기능이론(socialized 

dysfunctional characteristic theory)이라 할 수 있다(Pleck, 1995). 를 들어 남자는 과묵해야 

한다는 사회  기 는, 기 와 달리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남자에게 불편한 정서를 경

험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 를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과묵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FGRS는 이  성역할괴리이론을 반 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괴리이론과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반 한 문항들을 

모두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 다.

Pleck(1995)은 이 밖에도 성역할이 부정 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성역할 외상

(male gender role trauma)이란 개념을 소개하 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 으로 비난의 상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  행동에 해서는 여성의 남성  행동보

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한 남성의 경우 생의 기에 모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

이 더 엄격하다. 성역할 외상 이론은 이런 과정들이 그 자체로서 남성에게 심리  외상을 안긴

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독립성 등 남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엄격

한 비난의 상이 되지 않으며(Basow, 1992) 특히  사회에서는 이와 련한 유연성이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성역할 외상이라는 개념의 용은 상 으로 제한 일 것이다. 

이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개발에서 성역할 외상 개념의 용을 유 하 다.  

비문항을 개발하기 해 44명의 여자 학생과 5명이 석사과정 여학생이 여성으로서 정서

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상황과 여성으로서 기  받는 역할에 해 기술하 다. 연구 참여자 

 여자 학생은 성역할과 련하여 성역할 괴리 이론과 성역할 역기능 이론에 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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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자신의 직・간  경험에 근거하여 문항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여성 성

역할의 부정  측면에 하여 선행 연구  이론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한국 여자 학생의 경

험과 믿음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 다. 여자 학원생들은 성역할 괴리 이론과 성역할 역기능 

이론에 한 설명을 들은 후 Gillespie와 Eisler(1992)가 개발한 FGRS의 5개요인  

Helgeson(2002)이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성의 요인으로 제안한 ‘타인에 한 지나친 심’과 ‘자

신을 돌보지 않음’이란 개념들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었다. 한국의 기존 연구

에서 제안된 내용들, 를 들어 여성성역할이 여성의 외모에 한 인지왜곡(이윤정, 2006) 는 

가사 역할에 한 과 한 부담 인식(송유진, 2005)에 향을 미친다는 등의 제안들은 Eisler 등

이 제안한 개념에 포 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요인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으나 문항 개

발 시 반 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6  Likert 척도를 사용한 89개의 문항이 만들어졌다. 성역할괴리이

론을 반 한 41개의 문항은 각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묻고 있으며(1.  불편하지 않다 

- 6. 매우 불편하다),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반 한 48개의 문항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문항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1.  아니다 - 6. 매우 그 다)를 물었다. 이 게 구성된 질문지 

120부가 남녀 학생에게 배포되었으며 수합된 질문지  성실하게 응답되지 않은 것을 제외

하고 38부의 남학생 응답지와 60부의 여학생 응답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통계 으로 더 높은 수를 얻지 못한 문항, 여학생 표집만을 상으로 하여 분석하

을 때 평균이 6  척도의 간값인 3.5 미만이어서 문항에 한 최소한의 불편함이나 여성으

로서의 행동 기  일치를 표 하지 않은 문항, 문항의 변량을 확보하기 해 평균이 5.5 이상인 

문항이거나 표 편차가 0.75 이하인 문항(Meir & Gati, 1981), 제거하 을 때 내  일치도를 상

승시키는 문항, 그리고 심리 문가 2인의 평가에 의해 그 의미가 척도의 목 을 분명히 반 하

지 못한 것으로 지 된 문항이 탈락되었다. 탈락된 문항의 다수는 여성 표집이 남성 표집보

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를 얻지 못하 거나 혹은 여성 표집에서의 평균이 3.5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앞에서 밝혔듯이 기 문항 개발은 Gillespie와 Eisler(1992), 그리고 Helgeson(2002)의 연구

에서 제안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7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하 으나 두 연구에서 제안한 요인들

의 개념들 간 일부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비 문항분석에서 처음 가정된 요인

들  특정 요인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문항들의 다수가 제외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제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된 요인을 확인하는 확인  요인 분석을 바로 수행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비 문항 분석을 통해 남은 22문항에 한 탐색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Comrey와 

Lee(1992)에 의하면 요인분석을 한 표집 크기가 200명 이상이면 양호하므로 수도권의 한 여

에 재학 인 210명(평균연령=21.04, SD=1.99)이 요인 분석을 한 자료에 포함되었다. 여성

성역할갈등척도의 의미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한 요인 추출 방법으로 maximum likelihood 

방식이, 한 요인 부하 값을 얻기 한 회  방법으로는 사교 회  방식인 direct oblimin 

방식이 용되었다. 통계 도구로는 SPSS 15.0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의 평균은 3.49와 5.14 사이 고 표 편차는 1.068에서 1.424 사이 다. 왜도는 -1.475

에서 -.306 사이, 첨도는 -.679에서 2.052 사이로 표집의 크기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수

이었다(Tabachnick & Fidel, 2001). Tolerance는 .571 이상이었으며 VIF는 1.666 이하로 일반

인 문항 제외 기 을 과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기 로 22개 문항을 모두 요인 분석을 해 

사용하 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 분석에서 eigenvalue 기  값인 1 이상인 요인의 수

는 6개 다. Scree plot은 4요인 혹은 6요인구조가 합함을 제안하 다. 이  6요인 구조는 교

차부하를 보이는 문항이 많은 등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고 4요인 구조는 비교  해석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나 4요인 구조가 선택되었다. 교차 부하 등의 문제 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요인-문항 

계를 얻기 해 패턴행렬에서의 요인 부하가 .33보다 크고 구조행렬에서 문항과 요인간의 상

이 .40보다 높은 문항들만을 선택하 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5 문항이 제외되었다. 최종

으로 얻어진 17개 문항 체에 한 내  일치도와 4개 요인에 한 내  일치도(α), 그리고 요

인 간 상 을 구하 다. 

3. 확인적 요인 분석 및 타당화

수도권  충청권 학에 재학 인 357명의 여학생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에 의해 선

택된 17개 문항에 한 확인  요인 분석  거 타당도 등의 탐색이 이루어졌다. 선정된 17

개 문항  한 문항 이상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지는 제외되었으며 최종 으로 349명(평균연령

=21.15, SD=2.66)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AMOS 7.0을 사용하여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탐색  

요인 분석에서 얻은 4요인 구조에 한 확인  요인 분석을 하고 이 요인 구조의 일반화 가능

성을 탐색하 다. 모형 합도 지수로는 GFI, TLI, CFI, RMSEA 등을 사용하 다. 한편 변별타

당도  거타당도를 탐색하기 해 Bem(1974)이 제안한 방식으로 측정된 여성성, 우울, 섭식

제, 의사결정의존성과의 계를 살펴보았다. 이  여성성역할갈등과 의사결정의존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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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50명의 여 생(평균연령=21.83, SD=1.56)에게 별도로 얻어졌다. 한편 재검사 신뢰도를 알

아보기 해 50명의 여 생(평균연령=21.24, SD=2.63)이 2주 간격으로 17개 문항에 하여 반

복 응답하 다. 

4. 연구도구

여성성역할갈등척도

문항개발과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4개요인,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성역할 괴리이론을 반 한 10개의 문항은  불편하지 않다(1)에서 매우 불편

하다(6)의 Likert 6  척도를 사용한다. 성역할 역기능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7개 문항은  

아니다(1)에서 매우 그 다(6)까지의 6  척도를 사용한다. 역채  문항은 없으며 수가 높을

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2주간의 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한국 성역할 검사(Korea Sex Role Inventory; KSRI) 

여성성역할의 정  측면 즉 여성성을 측정하기 해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

(KSRI)를 사용하 다. 정진경(1990)은 Bem(1974)의 성역할 검사 제작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

성, 정성 문항 각각 20개씩 총 60문항으로 한국 성역할 검사를 구성하 다.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 성별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들로, 정성 문항은 성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각 척도의 내 일치도(Cronbach α)는 각각 .91, .84, .75 다. 본 연구에서 여성성 척도

의 내  일치도는 .876이었다. 이 척도는 Likert 식 7  척도로 각 질문에 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1(  그 지 않다)에서부터 7(매우 그 다)까지에 선택하게 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하 척도들  이 연구와 련된 여성성 척도만 사용하 다. 

섭식 제척도(Restraint Scale)

섭식 장애는 섭식 제척도에 의해 측정되어졌다. 이것은 Herman과 Mack(1975), Herman, 

Polivy, Pliner, Threlkeld와 Munic(1978)에 의해 제작된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이들은 

먹으려는 충동에 항하는 인지 으로 재된 노력을 섭식 제라는 용어로 개념화하 다. 섭

식 제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생물학 으로 체 미달일 가능성이 있고 외부단서에 민감한 식

이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척도를 이임순(1997, 2002)이 번안하고 타당화하 다. 이임순

(2002)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α)는 .6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α)는 .819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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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기분형용사 체크리스트

우울은 부정  기분형용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측정되었다. Zuroff와 Mongrain(198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조옥귀(1993)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되었다. 이 척도는 5  Likert 척도의 18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울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부정 인 사건을 경험하 을 때 실제 우울

기분을 느끼는지를 평가한다. 조옥귀(1993)에 의하면 우울취약성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부정  기분형용사의 경험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α)는 

.921이었다. 

의사결정유형척도

의사결정 의존성은 의사결정유형척도(고향자, 1992)의 의존 유형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Harren(1984)이 개발하 고 고향자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 다. 4  Likert 

척도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자신에게보다는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

성을 측정한다. 고향자가 보고한 내 일치도(α)는 .84 다. 

Ⅳ. 결과

탐색  요인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4개 요인에 속한 문항들과 요인 부하는 표 1과 같다. 

각 요인 부하량은 패턴 행렬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17개 문항에 한 4개 요인의 설명 변량은 

.531 이었다. 요인 1은 모두 성역할 괴리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신체  매력에 한 

사회  기 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정서  불편함을 반 하고 있다. 요인 2도 모두 

성역할 괴리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  희생자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각 문항은 여성이 성과 련하여 정숙하여야 한다는 사회  기 를 

배하는 상황에 한 정서  불편함을 반 하고 있다. 

요인 3과 요인 4는 모두 성역할 역기능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요인 

3은 지나친 의존성이라고 명명되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타인에 한, 를 들어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 한 의존성이 반 되어있다. 이런 의존성이 지나칠 때 여성의 자기 개

발 뿐 아니라 남성과의 건강한 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요인 4는 지나친 수동성이

라 명명되었다. 여성은 자기주장을 삼가야 한다는 사회  기 에 의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주도 으로 계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반 되어 있다. 한편 탐색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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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우울+ 섭식장애+ 의사결정의존성++

여성성역할갈등 .164** .113* .344** .627**

요인1 .055 .120* .390** .409**

요인2 .093 -.050 .110* .273
요인3 .275** .069 .223** .559**

요인4 .030 .220** .179** .329*

* p<.05   ** p<.01  +n=357   
++

n=50 

<표 3>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우울, 섭식장애와의 상

하위요인 문항 요인 부하 고유값
(설명변량)

요인1.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다리가 굵다
나는 뚱뚱하다.
더 큰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옷을 잘 못 입는다는 말을 듣는다. 
이성친구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

.669

.622

.590

.515

.507

3.677,
(21.632%)

요인2. 
성적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밤에 혼자 택시를 탄다.
밤길을 혼자 걷는다. 
성범죄 뉴스를 본다. 
잘 모르는 이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다.
이성과 처음 만나 함께 야한 영화를 본다.

.779

.706

.544

.405

.363

2.112,
(12.425%)

요인3. 
지나친 의존성

나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연약해보일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나보다 더 능력 있어야 한다.
무거운 것은 이성친구(배우자)가 든다.

.643

.617

.579

.558
1.861,

(10.945%)

요인4. 
지나친 수동성

화난 상대에게는 말을 안 한다.
뒤에서 불평한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574

.573

.474
1.381,

(8.122%)

<표 1>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요인  문항

석에 사용된 자료에서 체 척도의 내  일치도(α)는 .76, 요인 1의 α는 .711, 요인 2는 .728, 요

인 3은 .616, 요인 4는 .703 이었다. 

탐색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 모형은 새로운 표집을 사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χ2지수

는 표집 크기가 클수록 좋은 모형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GFI, TLI, CFI, RMSEA 등의 지수

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이다. 합도 지수  GFI, TLI, CFI의 경우 .90보다 클 때, RMSEA는 

.05보다 작을 때 그리고 RMSEA와 련된 지수인 PCLOSE는 .50보다 클 때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1). 한편 HOELTER의 값은 200보다 클 때 분석에 사용된 표

집 크기가 양호함을 의미한다(Byrne, 2001). 표 2를 보면 확인  요인 분석에 사용된 표집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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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GFI TLI
207.571 113 .934 .899

CFI RMSEA(.90) PCLOSE HOELTER(.05)
.916 .049(.38-.59) .546 233

<표 2>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합도지수

기가 비교  양호하며 합도도 수용할 수 있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탐색  요인분석

을 통해 얻은 요인 모형은 새로운 자료에도 합한 것으로 단된다. 

각 요인의 문항에 한 비표 화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것(p<.01)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표

화 계수는 .374 - .745의 비교  안정 인 값을 보 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각 하  요인을 

측정하기에 합한 측정변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요인 간 상 은 .317 - .626 이었다. 각 

문항의 문항-총  상 은 .384 - .617이었다. 

기존의 여성 성역할 척도와의 변별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로

부터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검사의 여성성척도와의 계를 탐색하

다(표 3). 새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여성성의 정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와의 상

(.164)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 타당도를 얻기 해 우울, 섭식장애, 의사결정의

존성과의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섭식장애의 경우 요인1(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 뿐 아니라 요인3(지나친 의존성) 등과도 의미 있는 상 을 보이고 있

다. 의사결정의존성의 경우 요인3 뿐 아니라 요인1, 요인4(지나친 수동성)와도 의미 있는 상

을 보 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우울 측정 척도와의 상 은 비록 통계 으로 유의(p<.05)하

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여자 학생을 상으로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여성성역

할갈등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여자 학생  학원

생들로부터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과 기  받는 역할에 하여 진술 받고 그 내용을 분

석하 다. 이에 더하여 Gillespie와 Eisler(1992)가 개발한 여성성역할스트 스척도의 문항 등도 

참조하여 비문항을 만들었다. 1차 문항 선정을 한 비 조사에서 다양한 선정 기 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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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한 문항들이 탈락된 후 남은 22개의 문항으로 탐색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4개의 하  요인이 선정되었고 낮은 요인 부하를 보이는 문항 등은 다시 제외되었다. 

1차 문항 선정을 한 비조사와 탐색  요인 분석을 통해 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 

5문항, 성  희생자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 5문항, 지나친 의존성 4문항, 지나친 수동성 3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 4요인 모형은 새로운 표집에 한 합도 지수가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  요인 분석에서 얻은 척도의 4요인 구조가 통계 으

로 타당화 되었다. 한편 각 요인별 내  일치도  각 요인의 문항에 한 표 화 계수 역시 수

용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요인 구조는 신뢰로우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처음 개발되었던 많은 문항들  상당수가 제외됨으로써 최종 으로 17개 문항

만 남았는데 이를 각각 3개에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으로 나 는 것이 효과 인

가에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탐색하기 해 서구에서 

개발된 FGRS가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음을 고려하면 부정  측면의 여성성역할이 다면

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문항의 수는 많지 않으나 FGRS와 유사한 개념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에

서 만들어진 척도가 4개 요인을 얻은 것은 이런 다면성을 반 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 생을 상으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한국성역할검사(정진경, 1990)의 여성성척

도와의 높지 않은 상 은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여성성의 정  측면과는 다른 역

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섭식장애, 의사결정의존성과의 상  크기는 충분히 유의하

다. 이 결과는 Martz, Handley와 Eisler(1995)의 FGRS와 섭식장애간의 계에 한 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우울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 을 보 다. 이것은 

Gillespie와 Eisler(1992)가 개발한 FGRS와 우울 간의 계와는 다른 결과이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섭식장애, 의사결정의존성과는 충분히 유의한 계를 보인 은 개발

된 척도가 반 한 여성성의 부정  측면이 이를 내면화한 여성의 부 응 행동을 부분 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은 우울과의 계는 여성성역할척도가 반

하고 있는 여성성의 부정  측면이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이 내면화되었을 때 부 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정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비록 사회  기 를 만족시키기 한 행

동은 하지만 그 기 를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는 않기 때문

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거 타당도는 제한 으로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비록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이 여성의 부 응 행동만을 설명한다 해도 그런 부

응 행동이 궁극 으로 여성의 신체 , 심리  건강을 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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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역할역기능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의 경우 그 내용이 반 하는 부정  측면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 부정  경험으로 이어져 인식되지 않는 한 당장 심리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측면 역시 개발된 척도의 정서  반응과 련한 거타당도를 만족스

럽게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화되지 않은 수동성 등이 여성의 삶에서 자아를 잃게 하는 

부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을 주목한다면(Helgeson, 2002)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척도에서 성역할역기능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문항들을 제외시키기는 어렵다. 

한 이 문항들이 부정  행동 측면에 미치는 향은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의존성과의 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비록 여자 학생을 연구 상으로 제한하

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 사회 문화를 반 한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개발된 여성성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의 요인 구조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용되기 어렵다는 연구(Tang & Lau, 1996)는 여성성의 부정  측면과 련하여 우리 

사회 문화에 합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여성이 내면화한 여성

성역할의 부정  측면의 요인이 다른 나라 여성이 보이는 것과는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이 드

러났다. 를 들어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 나타난 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 

성  희생자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 그리고 지나친 수동성 요인은 내용 으로 각각 FGRS의 

신체  매력 없음에 한 두려움, 감정 없는 계에 한 두려움과 희생자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 그리고 주장 인 것에 한 두려움 요인과 유사하나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의존성 요

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FGRS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반 로 FGRS의 양육 이지 않음에 한 

두려움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 결과는 한국 여성

들이 가정 내의 역할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나 완 히 독립성을 획득한 것은 아님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개발된 FGRS가 성역할괴리이론을 주로 반 한 척도인 반면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성역할괴리이론과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모두 반 하고 있다는 

이다. 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많이 반 함으로써 여성 성역할의 부정  측

면을 보다 포 으로 탐색하는 척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처럼 두 이론을 모두 반 함으로

써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 FGRS가 반 하지 못한 요인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  측면의 혹은 순화되지 않은 여성성역할의 내면화가 여성의 

부 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 으로 여성이 내면화하기를 기

하는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 혹은 순화되지 않은 측면이 여성으로 하여  갈등과 스트 스

를 경험하게 하며 사회  응에도 역기능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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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상담 장면에서 여성 내담자가 겪고 있는 부 응에 향을 미치는 순

화되지 않은 여성 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여성이 통  여성상을 극복하고 여성의 진취성 등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의 요소로 어떤 요인들이 핵심 으로 포함되어야 할지에 한 경험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외모를 요시하거나 혹은 지나친 의존성 등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은 

실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내면화하 고 여성의 부 응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여성으로 키우려는 교육 로그램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성성역할의 부

정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 까지의 논의가 혹 여성성 혹은 여성성역할이 건강하지 않거나 부정 이라는 의미

를 달하고 함은 아니다. 사회 으로는 여성성이 보이는 타인에 한 배려나 따뜻함이 사회  

계를 진하며, 개인 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 할 수 있게 하는 여성성의 측

면이 심리  건강을 함양하는데 무엇보다 크게 기여함이 분명하다. 다만 본 연구는 순화되지 

않은 남성성역할과 마찬가지로 순화되지 않은 여성성역할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 인 부정  

측면을 탐색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심을 가지고 있다. 

지 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학생 집단만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의 여

성에게 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기 해 얻어진 문항들은 부

분 여자 학생  학원생의 경험에 의존하여 얻어졌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는 보다 다양한 

연령  계층의 경험을 반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다양한 연령  계층을 상으로 한 

부정  측면의 여성성 척도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문항들의 경우 부정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으나 부정  정서와 바로 계되기 어려움을 보 다. 이것이 성역할역

기능이론을 배경으로 개발된 문항들이 가지는 본질  한계인지 아니면 문항이 보다 효과 으

로 만들어지지 못한 탓인지 확인되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 이와 련한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비 문항들  다수의 탈락 이유는 해당 문항에 해 남성이 

여성 이상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여성 이상으로 자신과 일치한다고 보고하 기 때문이다. 각 문

항들은 여자 학생  학원생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거나 더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이 

남성의 여성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남성화에 기인한 것인지에 한 탐색이 필요하

다. 다만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성역할에서 자유로운 지각을 하고 있다는 지 (윤유경, 채지

, 2001)은 여성의 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탐색하는 문항을 찾기 어려움을 변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 인 측정을 해 여성성역할의 부정  측면을 측정하는 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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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이 더 많이 탐색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실제 여

성 상담  교육 장에서 활용되면서 그 타당성이 지속 으로 검증되기를 기 한다. 한 여

성 성역할의 부정  측면과 련되는 요인들에 한 탐색, 그리고 여성 성역할의 부정  측면

이 내면화되고 행동  정서로 발 되는 과정에 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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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2)JiHye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FGRCS). 89 6-Likert-scale items reflecting self-role discrepancy theory and socialized 

dysfunctional characteristic theory regarding female gender roles were produced. 67 items each 

were deleted because they did not satisfied several item selection criteri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22 items were performed in 210 female college students and 4 factor structure 

with 17 items were selected after deleting 5 items cross-load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349 female college students performed and 4 factor structure of FGRCS was fit to this 

female sample. Discrimina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ies were presented. 

Key words: femininity, gender roles, gender role conflicts, gender-role discrepancy, socialized 

dysfunc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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