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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 수준 따른 대학생 내의 잠재 하위집단을 탐색하고 이와 같은 잠재집단을 분류하

는데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980명

을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후, 성별, 연령, 부모의 지지가 자아정체감 집단 분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아정체감의 잠재적 하위 유형은 추정된 평균점수에 따라 4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정체감-하’ 집단, 하위요인의 수

준이 전체집단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정체감-평균’ 집단, 모든 하위요인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정체감-상’ 집단,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정체감-상’ 집단보다 유의하

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정체감-최상’ 집단으로 나뉘었다. 둘째, 성별, 연령, 지각된 부모의 지지 수준에 따라 

각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차이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이 높거나 정체감 수준이 최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

다. 이러한 배경변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서로 달리 예측하고 있었는데, 특히 성별과 어머니의 지지가 집단분

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과 가능한 후속연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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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 중 하나로 성인으로서 기능하는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

다(이난, 2005; Baker & Siryk, 1984). 즉 졸업 이후에 취업 혹은 진학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진로

를 결정해야 하고, 이성교제를 통해 미래의 배우자상에 대해 고려하는 등 발달과정상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미나, 박재황, 2008; 박남숙, 2005).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후의 성공적인 

장년기와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자아

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Erikson(1968)에 의해 제안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개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건강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

이다(박아청, 2003). Erikson은 이러한 정체감의 형성이 자신을 탐색하는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일어나지만, 특정 문화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속한 개인의 경우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20대에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바뀌었

고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정체감의 문제들이 10대를 훨씬 지난 시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시각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Côté, 2000; Côté & Allahar, 1996). 더구나 교

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성인의 역할을 받

아들이는 시기 또한 지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정체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점차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Tannock, 2001).

한편, 대학생 시기에는 성인다운 책임과 역할수행을 요구받지만, 막상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기에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반독립-반의존

적 존재로서의 모호성을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자만의 능력이나 판단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

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이억범, 2007). 결론적으로 대학 시기에는 자아와 관련된 문제를 숙고하여 대안적 해결을 

시행해보는 다양한 체험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대학생 시기에도 꾸준히 발달하고 결

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Waterman,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기의 삶에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발달일정(developmental timetables)이 지연되

면서 삶의 방향을 잃고(Bynner, Ferri & Shepard, 1997), 삶의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데 어려움

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Evans & Heinz,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81.9%나 되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을 한 졸업자는 4.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연히 취업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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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경제적 독립 시기의 지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안

선영 외, 2011). 즉 자아정체감 형성의 시기가 청소년기가 아닌 청년기로 옮아가고 있는 서구의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

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적응 문제에 대

한 적절한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도 대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그 발달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한 박아청과 이승국(2000)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청소년

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연구주제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첫

째, 자아정체감 개념에 대한 연구로 주로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 연구들이었으며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유형,

가족구성원과의 관련을 고찰한 연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적응, 문화적 맥락 등과

의 관련 연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사상에 대한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성별이

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 및 문화권 별로 정체감 발달의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이

와 같이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체감과 기타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생애적 발달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를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위한 시기로 새롭게 조망한다면, 대학생들이 지닌 자아정체성의 본질과 그 형태가 무엇

인가에 대한 보다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여 먼저 대학생들의 개인별 자아정체감 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기술적 수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정확히 구분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와 같은 수준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를 밝히고자 한다.

이미 Erikson(1968)이 자아정체감의 개념과 그 발달단계를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지표화 또는 수량화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

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연구자 임의로 자아정체감 수준을 나누어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등으로 구분하거나, 정체감의 개념적 요소에 따라 정체감 형성이라는 과업의 

성취-미성취 여부를 통해 집단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Marcia, 1966; Rasmussen, 1964;

Rosenthal, Gurney, & Moore, 1981).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알

려진 변수 혹은 인위적 수준에 의한 집단 구분보다는 대상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하위집단 

또는 계층(class)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고, 이와 같은 잠재집단의 구분을 예측하는 배경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사

회로의 진입을 당면과제로 경험하고 있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기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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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중요

한 인구학적 변수로 밝혀진 성별과 연령을 배경요인으로 선정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

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를 또다른 배경요인으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에 기초하여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집단 내 자아정체감 수준을 중심으로 몇 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며, 각 집단의 

특성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둘째, 하위집단의 분류(집단 소속성 여부)를 예측하는 배경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집단분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연구

Erickson(196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identity)은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

이고,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을 말한다(p. 168). 또한 자아정체감은 성취

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닌, 즉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

이 개선되어 가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으로 간주된다(Erikson, 1982).

1980년대부터 탈공업화 사회로 옮겨간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인 제조업이 저수익

인 서비스업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젊은이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이에 청년들의 노동 참여는 감소하고 청년실업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Bowlby & Jennings, 1999). 최근에도 많은 청년들

이 주로 계약직의 저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경제적 자급자족을 힘들게 하여 점점 더 많

은 청년들이 더 나은 수익의 직업을 얻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상당한 비율의 청년 인구를 포함하게 되었는데, 가령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20대 초반 인구의 반 정도가 풀타임(full-time) 학생이며, 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 기간

은 2000년을 기준으로 1985년보다 2년 더 길어진 8년으로 추정되고 있다(Bowlby, 2000).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정규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취업시점이 연기되었으며 이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독립시기를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Hamilton & Hamilton, 2006).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더 이상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아니라,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Côté, 2000; Tannock,

2001). 자아정체감은 청년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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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성격에 핵심이 되는 특성으로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 탐색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후의 안정된 성인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Côté & Allahar, 1996).

같은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 학자들(정은숙, 이미숙, 2009; 한혜경, 김주희, 2007) 역시 자아

정체감이 청소년기 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라는 것, 자기

의 존재 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아청(2003) 역시 

개인의 정체감 성취 또는 획득은 청장년기와 인생 후기에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평생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이 방면의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아청, 2000).

자아정체감의 또다른 개념적 요소에 대하여 박남숙(2005)은 자아정체감이란 타인과 다른 고

유한 개인의 개별성, 독자성의 의식 또는 자각을 의미하며, 외적 변화와 내적 갈등에 직면하면서

도 일관된 자기로서 계속 존재하려하는 주체적인 자아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일관성 내지는 전체감

(feeling of wholeness)을 갖고자 하며 자기통합성(self integrity)을 이룩하고자 한다(김진아,

2004; 박아청, 2003). 결론적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과,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김진영, 2007).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Rasmussen(1964)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유아기

부터 시작된 여러 경험이 재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특히 청년기 이전에 각 

발달단계의 위기를 해결해 낸 성취산물을 정체감으로 간주하였다. 발달적 관점에서 Rasmussen

이 말한 자아정체감의 단계는 Erikson이 주창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최초 6단계(유아기~초

기성인기)에서의 발달위기와 그 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단계 유아기의 ‘기본적 신뢰 대 불신’, 2단계 초기 아동기의 ‘자율성 대 수치

심’, 3단계 학령전기의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 학령기의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 청소년기

의 ‘정체성 대 혼란’, 6단계 초기 성인기의 ‘친밀감 대 소외감’과 같은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로 

정체감의 수준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Rosenthal 등(1981) 역시 Erikson의 발달

단계 중 최초 6단계의 발달양상을 정체감의 형성으로 보았고, 각 단계별로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정체감의 획득과 미획득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 개념을 연구

한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의 발달 수준을, 수행정도와 개인적인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했

는가의 여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4단계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이는 

역할을 시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간인 ‘위기’의 유무와 삶의 중요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가

하는 ‘관여’의 유무에 따라 정체감의 발달수준을 구분한다(박아청, 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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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가치관이나 의

사결정 등에서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는 현재 정

체감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유예 상태에서의 위기를 해결하면 정체감 

성취의 단계로 가지만, 위기 해결에 실패하면 정체감 혼미 상태가 되기도 한다. ‘정체감 유실

(Identity Foreclosure)’은 부모의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

택을 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

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는 

자아에 대해 통합되고 안정된 견해를 갖는데 실패했거나, 정체감에 대한 탐색도 하지 않는 상태

를 말한다(Marcia, 1966, 1976). Marcia의 이러한 정체감 집단구분은 정체성의 단계를 각 단계의 

점수 평균에 1표준편차를 더한 것을 절단점(cut off point)으로 사용하여 응답자가 네 가지 단계 

중 하나에서만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그 정체성의 단계로 분류되는 형식을 취한다

(Adams, Bennion, & Huh, 1989). 만일 응답자가 네 가지 단계에서 모두 절단점 미만의 점수를 

얻게 되면,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Undifferentiated/Low Profile Moratorium)’단계로 분

류되기 때문에, 1표준편차 이내에 있는 개인은 어느 단계로도 분류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닌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아정체감의 연구들 역시 발달단계와 이에 따른 위기극복을 정체감의 성

취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나(김형태, 1989; 한상철, 1986), 자아정체감의 영역(예: 관념적, 대

인관계적)이나 요소(예: 직업, 정치, 종교,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여가활동)에 있어서 위기와 관

여정도를 알아보는 Grotevant, Thorbeck과 Meyer(1982)나 Adams, Bennion와 Huh(1989)와 같

은 연구자들의 접근방식을 취하여 국내연구에 적용한 경우(박아청, 1985; 송설희, 1994; 차영희,

1987)가 대부분이다. 이후 박아청(1996, 2003)에 의해 다차원적 자아정체감의 개념이 제기되어,

하위요인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및 친밀성의 정도를 통해 자아

정체감의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요약하면, 국내외의 연구들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적 요소 혹은 발달단계상의 위기극복 여부에 

따라 정체감의 유형을 달리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은 다분히 임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정체감 유형과 그 수준이 연구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 개인이 특정 정

체감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정체감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설정된 

유형 이외에 각 개인의 정체감 특성과 그 수준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더구나 

대학생 집단과 같이 기존 이론 등에 의해 자아정체감의 종류나 유형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파악하는데 또다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유형 혹은 하위집단을 미리 상정하지 않고 연구대상 내에 

존재하는 잠재집단을 탐색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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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연구대상의 자아정체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정체

감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있다고 밝혀진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함께 살펴보

았다. 자아정체감 수준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가령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박남숙(2005)의 연구에

서는 남녀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남녀대학생의 전반적 자아정체감 수준에서 성차에 따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발달연구(박아청, 1994;

이경혜, 1991)에서도 성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진영(2007)은 중학생들의 성별, 학교별 자

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친밀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주체성, 자기수

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김길정(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박영란(2002), 정미란(2005) 역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Marcia(1966)는 여성과 남성은 성역할의 차이로 인하여 자아정체감이 다르다고 보았

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확인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는 일부 성차가 보고되었는데, 주체성과 주도성에서 남학생의 평균점

수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에서는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다(이억범,

2007). 이와 유사하게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일부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 연구(구자경, 황진숙, 2007)도 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성별 차이

를 보이지 않다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보고하는 연구(박아청, 2004)도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의 성차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질 필

요가 있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그 개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대체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체감의 성취 수준도 증가하는 경향성

이 확인되었다(Waterman, Geary, & Waterman, 1974). 일례로 Waterman 등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아정체감 단계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정체감 수준의 형

성은 대학 1~2학년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체감 유예나 미숙 수준 상태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Meilman(1979)은 5개의 각기 다른 연령

군(12, 15, 18, 21, 24세)을 추출하여 정체감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12세의 연령군에서는 

정체감 성취 수준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24세의 연령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56%가 자아정체

감 성취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자아정체감은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내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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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은 학년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이억범,

2007). 박아청(1984)은 Marcia의 이론을 수정하여 ‘아이덴티티 지위 조사표’를 사용하여 한국 대

학생의 학년별 집단을 조사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와 직업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체감 성취 수준에 있음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허귀

선(1985) 역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고학년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1학년과 

4학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도를 

비교한 연구(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1988)에서도 고등학생보다 대학생 집단이 자아정체감 형성

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연령이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체감과 관련된 중요한 배경요인은 부모의 지지이다. 부모 지지는 아동기 뿐 아

니라 청년기에도 역시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Furman & Buhrmester, 1992).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는데, 먼저 Avision과 McAlpine(1992)

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 있었으며,

Holahan, Valentiner와 Moos(1995) 역시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 수준

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적응도도 높고 심리적 어려움도 덜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eterson,

Luborsky와 Seligman(1980) 또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

소년들은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한 Baker와 Siryk(1984)의 연구에서도, 적응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부모는 보다 

지지적이고 보살펴주는 방식으로 자녀의 대학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 수준

이 낮은 대학생의 부모는 냉랭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

지와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한종철과 지선근(1999)

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에의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력 또한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남동하, 2006), 부모의 지지는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미

경, 2008; 신종임, 2010)도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지지는 대학

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기존중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보여진다.

자아정체감은 경험과 인지를 통해서 형성되고 또한 도전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둘 때 자신감

이 형성되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데, 부모, 교사와 같이 의미있는 타인들에게 강한 영향

을 받는다(Wynn, 1998, 박안석, 2003에서 재인용). 대학생은 법적으로 운전, 투표, 음주, 거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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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학교를 그만두거나 직업을 갖거나 입대 혹은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현실에서는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주체적으로 승인되지 못하는 모순이 형성된다(Aquilino, 2005). 또한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또

한 주거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나 그들에게 돌봄(care)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맞춰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들의 비율은 197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국의 2000년의 인구조사 데이터는 이 나이대의 56%의 남성과 

43%의 여성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Aquilino, 2005). 이와같은 청년기 부모와의 

동거의 증가로 인해 그만큼 청년들은 함께 사는 부모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여대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Perosa, Perosa, & Tam, 2002)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체성 획득은 개인이 그들의 부

모와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이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보다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우

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알아본 박성옥과 어은

주(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간의 자율감과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가족의 기

능도가 청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도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는데 부모의 지지여부를 주요 변수로 간주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 2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9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능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을 표집하기 위해 한 대학에서 한 강좌씩 표집하여 대표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설

문에 응한 90%이상의 학생이 4학년에 편중되어 있었고, 동일 학년 내에서도 다양한 연령의 차이

(20세~32세)를 보이는 관계로, 연구대상은 4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학 4학년의 경우, 졸업

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인생 과업을 준비하는 시기이니 만큼 다른 학년에 비해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중 다수의 문항을 빠

뜨리고 응답한 사람과 응답자의 연령이 평균에서 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응답자(32세 이상)를 제

외한 총 96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4.7세(SD=1.83)였으며, 참여자

의 성별은 남학생이 484명(50.0%), 여학생이 484명(5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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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

정체감 검사를 신순란(1999)이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

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의 역할, 환경에 영

향을 주는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체성, 자신의 능력, 재능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수용성,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보여주는 미래확신성,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를 설명하는 목표지향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를 뜻하는 주도성, 집단의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노출 정도를 보여주는 친밀성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신순란(1999)의 연구에서는 .79∼.86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하위요인은 .83에서 .93의 범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관련이 있는 배경변수로 부모의 지지와 성별, 연령을 고려

하였는데,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ouse(1981)의 정의를 바탕으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4가지 지지 영역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부모 각각의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

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공감이나 배려 등,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지지), 도구적 지지(타인을 위해 일이나 돈 또는 물건을 빌려주는 등의 직접적인 원조),

정보적 지지(전문적인 지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는 지지), 평가적 지지(상대방의 일이나 태

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의견에 찬성하는 등의 지지)의 4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인 지지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부모를 각각 사회적 지지원

(source)으로 분리하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수로 보고자 하였다. 부모 지

지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와 모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부의 지지 .82, 모의 지지 .7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구성 요인에 따라 하위집단 또는 계층(class)이 존재함을 가정하

고, 계층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수를 포함하여 몇 개의 계층이 존재하는가를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계층 분석은 표집 자료 

내 한 개 이상의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은 서로 다른 모수치 간의 평균과 분산 간의 독특한 프로파일을 추정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각 계층 간의 구별을 최적화하고 모수치의 추정을 보다 정확히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권재

기, 2011; Muthén & Muthé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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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정보적합도 지수인 아카이케 정보량 기준(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이나 베이지안 정보량 기준(BIC: Baysian Information Criteria)을 사용한다.

이들은 표집의 크기나 추정모수의 개수를 고려하여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정보량기준과 함께 Vunog-Lo-Mendell-Rubin의 조절 

우도비 검사(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 지수를 사용하여 집단의 수가 k와 k-1

로 각각 추정된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으로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LRT 수치는 보다 적은 수(k-1)의 모형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Nylund et al., 2007).

집단의 수가 확인되면, 개별사례가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었는가를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통해 확인하는데, 엔트로피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집단을 비교함에 있어서 실제적 중요성을 가지기 위해 

표본 대비 집단의 최소비율을 적용하는데, 즉, 모든 집단이 표본수의 1%이상의 사례수를 포함하

는지를 확인한 후 이와 같은 모형에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Hix-Small et al., 2004,

권재기, 2011에서 재인용).

잠재집단분석과 함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

어 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를 예측하는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9.0과 Mplus 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 집단 구분을 위해 사용한 배경변수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들과 연령 및 

부모 지지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체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부모의 지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부모의 지지는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령에 따른 지지 하

락 경향은 모의 지지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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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주체성 1  

2. 자기수용성 .61** 1

3. 미래확신성 .56** .52** 1

4. 목표지향성 .69** .57** .53** 1

5. 주도성 .52** .48** .42** .61** 1

6. 친밀성 .48** .59** .38** .53** .63** 1

7. 연령 .01** .09** .08** .12** .15** .10** 1

8. 부의 지지 .22** .32** .17** .21** .12** .19** -.02 1

9. 모의 지지 .19** .28** .16** .19** .09** .18** -.07* .63** 1

평균 3.78 4.23 3.60 3.51 3.48 3.44 24.68 4.10 4.27 

표준편차 0.60 0.65 0.86 0.68 0.72 0.81 1.83 0.86 0.74 

**p<.05

<표 1>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 배경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

2. 하위집단 수의 결정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하위집단 구분을 위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과 계층 구

분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류된 계층의 

적절한 수를 결정하고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2에서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각 잠재계층에 대한 적합한 변화함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잠재계층의 수와 모형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했을 때, 4집단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AIC=9708.80, BIC=10015.94, LRT p-value=.031). 4집단 모형은 AIC와 BIC 지수가 

가장 낮으며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 5집단보다 작지만 1에 가까우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RT검증 결과 유의한 p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5집단 모형에 비해 자료에 보다 적합하다 

할 수 있다. 5집단 모형의 경우 사례수가 0인 집단을 두 개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단별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집단 모형이 가장 자료에 

더 부합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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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AIC BIC Entropy LRT
집단별 비율(%)

1 2 3 4 5

2 10641.72 10783.10 .824 .000 52.1 47.8

3 10001.40 10225.66 .831 .000 30.2 51.6 18.2

4 9708.80 10015.94 .831 .031 16.2 33.6 43.1 7.0

5 10069.40 10459.42 .885 .239 0 30.2 51.6 18.2 0

Note: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아카이케 정보량 기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베이지

안 정보량 기준), 우도비검사 LRT(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표 2> 모형적합도 지수

이어 각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수준에 따른 집단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된 평균

점수에 따라 집단이 나뉜다고 볼 수 있다(<표 3>과 [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 1은 

전체 연구대상의 16.2%를 차지하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

로 ‘정체감-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고, 집단 2는 전체의 33.6%로 정체감 하위요인이 모두 평균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는 집단으로 ‘정체감-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

의 43.2%로 정체감 하위요인의 수준이 전체집단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관계로 ‘정체

감-평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가장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집단으로 전체의 7.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사례수가 가장 적게 차지하는데, 이 집단의 경우 정체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으며, ‘정체감-상’ 집단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정체감-최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정체감 요인의 수준의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었듯이 분산분석결과와 사후검증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집단1 (N=157) 집단2 (N=325) 집단3 (N=418) 집단4 (N=68)

16.2% 33.6% 43.2% 7.0%

정체감-하 정체감-상 평균 정체감-최상

주체성 3.02(0.05) 4.18(0.04) 3.62(0.05) 4.68(0.07)

자기수용성 3.31(0.08) 4.63(0.04) 4.18(0.05) 4.96(0.02)

미래확신성 2.71(0.07) 4.07(0.05) 3.41(0.07) 4.65(0.14)

목표지향성 2.70(0.05) 3.97(0.05) 3.29(0.05) 4.62(0.09)

주도성 2.71(0.07) 3.87(0.06) 3.32(0.04) 4.54(0.09)

친밀성 2.61(0.08) 3.82(0.07) 3.30(0.05) 4.63(0.09)

<표 3> 잠재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요인(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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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cheffe

주체성 218.18 3 72.73 525.55*** 1<3<2<4

오차 133.40 964 0.14 

합계 351.58 967 　 　

자기수용성 241.65 3 80.55   477.23*** 1<3<2<4

오차 162.71 964 25

합계 404.36 967 　 　

미래확신성 298.99 3 99.66   232.34***  1<3<2<4

오차 413.52 964 0.43 

합계 712.51 967 　 　

목표지향성 288.57 3 96.19   591.30***  1<3<2<4

오차 156.82 964 0.16 

합계 445.38 967 　 　

주도성 241.69 3 80.56   291.57***  1<3<2<4

오차 266.37 964 0.28 

합계 508.06 967 　 　

친밀성 272.05 3 90.68   243.14*** 1<3<2<4

오차 359.53 964 0.37 

합계 631.58 967 　 　

***p<.001

<표 4> 잠재집단별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사례수=968)

[그림 1] 하위집단에 따른 자아정체감 평균(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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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정체감 하위집단의 특징

다음으로는 성별, 연령, 부모 지지와 같은 배경변수를 이용하여 자아정체감 하위집단들이 각

각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연령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정체감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집단 1과 3)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24세 

이하인 사람들이 많은 반면, 정체감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들(집단 2와 4)의 여자보다 남자가 많

으며 25세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다.

부모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부와 모의 지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체감이 높은 집단들(집단 2와 4)이 정체감이 평균이거나 낮은 

집단(집단 1과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체감-하인 집단은 정체감-평균인 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표 6 & 7>참조).

집단1

정체감-하

(n=157)

집단2

정체감-상

(n=325)

집단3

정체감-평균

(n=418)

집단4

정체감-최상

(n=68)

전체

(N=968)
χ2

남 57 194 176 57 484 65.53***

여 100 131 242 11 484

25세이상 59 198 179 44 469 30.67***

24세이하 98 138 239 24 499

***p<.001

<표 5> 잠재집단별 배경변수 특성 (사례수=968)

<표 6> 잠재집단별 부모지지(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1

정체감-하

(n=157)

집단2

정체감-상

(n=325)

집단3

정체감-평균

(n=418)

집단4

정체감-최상

(n=68)

전체

(N=968)

부지지 3.63(1.03) 4.32(0.70) 4.05(0.86) 4.46(0.65) 4.10(0.86) 

모지지 3.92(0.90) 4.39(0.69) 4.25(0.70) 4.63(0.42) 4.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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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cheffe

부지지 59.74 3 19.912 29.18*** 1<3<2,4

오차 657.81 964 .682

합계 717.55 967

모지지 33.02 3 11.007 21.44*** 1<3<2,4

오차 495.029 964 .514

합계 528.050 967

***p<.001

<표 7> 잠재집단별 부모지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N=968)

4. 자아정체감 집단유형과 관련있는 변수

아래의 [그림 2]에서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 배경 변수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여학생일수록 평균집단 혹은 정체감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남학생일

수록 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나 정체감이 평균이거나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정체감-최상의 집단에 속할 확률은 성별이나 연령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지지에 있어서는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체감이 높은 집단(정체감-상, 정체감-최상)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고,

정체감-하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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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 연령, 모의 지지, 부의 지지에 따라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부모 각각의 지지의 배경변수가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른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각 집단

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 비교대상 집단(target group)과 비교하여 성별, 연

령, 부지지, 모지지의 변수들이 어떻게 잠재집단 분류(classification)를 예측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표 8>에 제시된 표준화계수들은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체감-하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자일수록 높은 

정체감을 보이는 집단(집단 2와 4)들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또한 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부의 지지가 클수록 평균집단과 정체감-상,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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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 배경변수

준거집단

집단1

정체감-하

집단2

정체감-상

집단3

정체감-평균

집단4

정체감-최상

집단1

정체감-하

성별 .53* .04 1.83***

연령 -.17* -.06 -.07

모의 지지 -.31 -.02 -1.31***

부의 지지 -.73*** -.04* -.60**

집단2

정체감-상

성별 -.53* -.48* 1.30**

연령 .17* .11* .09

모의 지지 .31 .09 -1.00*

부의 지지 .73*** .38* .13

집단3

정체감-평균

성별 -.04 .48* -1.78***

연령 .06 -.11* .02

모의 지지 .02 -.09 1.09**

부의 지지 .04* -.38* .25

집단4

정체감-최상

성별 -1.83*** -1.30** 1.78***

연령 .07 -.09 -.02

모의 지지 1.31** 1.00* -1.09**

부의 지지 .60** -.13 -.25

*p<0.05, **p<0.01, ***p<0.001

<표 8> 배경변수의 자아정체감 집단 예측(표준화계수)

정체감-상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자일수록 정체감-하 집단과 정체감-평균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남자일수록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가 많을수록 평균이나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며, 부와 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

감-하 또는 정체감-평균 집단 소속 확률은 낮아진다.

다음으로 정체감-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남자일수록 정체감이 높은 집단들에 속할 확률

이 높아진다. 부모 지지의 경우 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최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부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정체감-최상 집단이 기준이 되면, 여자일수록 다른 세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

지만 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른 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부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

우에는 정체감-하 집단에 속할 확률만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다항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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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분석의 결과로 성별, 연령, 부모의 지지가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을 각기 다르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예측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볼 때 대체적으로 성별과 어머니의 지지는 연령이나 아버지의 지지보다 특정 집단에 속

할 확률과 높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상대적 예측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Ⅴ.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탐색적으

로 연구하여 중요한 생애 전환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성별, 연령, 부모지지에 기초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의 주요 결

과에 대한 요약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4개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경험적으로 분류되었고,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체감-최상’, ‘정체감-상’, ‘정체감-평균’, ‘정체감-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자아정체

감 하위요인의 모든 점수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정체감-최상’ 집단은 전체의 

7.0%,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정체감-상’ 집단은 전체의 33.6%, 자

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수준이 전체 집단의 평균 수준과 유사한 ‘정체감-평균’ 집단은 전체의 

43.2%,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모든 점수가 가장 낮은 ‘정체감-하’ 집단은 전체의 16.2%로 나타

났다. 4개 잠재집단별 성별, 연령, 부모 지지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체감이 높거나 최상인 집단에는 남학생과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였고,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상대적

으로 정체감이 낮은 집단에는 여학생과 연령이 낮은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연구

에서 도출된 4개의 자아정체감 수준별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질적으로 다른 4개의 하위집단은 표집자료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 접근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는데 그쳐 연구자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웠으나 이 연구

에서는 확률적 추정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집단 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4개 집단에 대한 연구대상의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정체감-상 집단과 정체감-평균 집단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표집된 대상이 대학교 4학년으로 구

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학년 내에서도 정체감이 낮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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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상 발견되었다는 것은, 대학교 4학년 시기가 진로와 취업에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이들이 

또래보다 모종의 위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집단은 이미 자아

정체감 형성이 늦춰진 집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후 반세기만에 폐허

에서 기적을 낳을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와 열망이 존재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의 평준화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자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고,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정서적, 물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

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심리적 독립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

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못한 채 부모의 지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연시키고, ‘정체감-하’ 의 집단 발생은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정체감의 원인을 밝히거나 또래들과 구분되는 

‘정체감-하’ 집단에서 정체감 지연 혹은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하

였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정체감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낮은 자아정체감의 이유를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정체감 상, 중, 하 이외에 ‘정체감-최상’ 집단은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집단

으로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정체감-최상’의 집단이 발견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정체감 획득-미획득’ 또는 ‘정체감 상-중-하’ 등으

로 구분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정체감-최상’ 집단은 그 크기는 작지만, 그 특성에 있어 다

른 집단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른 세 집단들은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이나 연령 혹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달라졌다면, 이 ‘정체

감-최상’ 집단은 이러한 배경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집단이 

다른 대학생 집단 혹은 중·고등학교 집단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다른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나라 대학생들만의 독특한 현상인지 등의 후속연구를 통

해 집단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집단유형과 배경변수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

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남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도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박남숙, 2005; 박

아청, 1994; 박아청, 우채영, 2008; 박영란, 2002; 이경혜, 1991; 정미란, 2005)와 하위영역별로 남

학생 혹은 여학생이 자아정체감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박아청, 2004; 이억범; 2007)가 혼재

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

는 남학생들이 주체성과 주도성 등의 ‘자아주장’을 나타내는 정체감 하위요소 및 전체 정체감 

척도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들(구자경, 황진숙, 2007; 이억범, 2007)을 뒷

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이 대학교 4학년이었고, 4학년 남학생의 경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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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다녀온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자아정체감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정체감-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아청, 1984; 이억범, 2007; 최정훈 외,

1988; 허귀선, 1985; Waterman et al., 1974)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체감-최상’ 집단

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

가 많다고 정체감이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령과 정체감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지지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체감-하’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정체감이 높은 집단들에 속할 가능성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성옥,

어은주, 1994; Wynn, 1998, 박안석, 2003에서 재인용)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정체감 형성에 정

적인 상관이 있다는 국내외의 연구결과(신종임, 2010; 유영미, 문승태, 2005; Perosa et al., 2002)

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으로 성장한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등의 지지

가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부모의 지지를 통해 자녀는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개성, 특징, 능력, 흥미, 가치관 등에서 일관성을 가

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박미경, 2008; 신종임,

2010).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지지와 같은 변수가 집단구분에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히 성별이나 어머니의 지지가 연

령 혹은 아버지의 지지보다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차이로 인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구자경, 황진숙, 2007; 박아청, 2004; 이억범, 2007; Marcia, 1966)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부모와의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이고 유능함을 느낌에 

따라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Perosa et al., 2002),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감 및 독립감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제공받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 자아정체감의 유형화 혹은 집단의 구분에 있어서 배경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유리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정체감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변수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집단을 나눌 때 연구대상을 보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대학생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유형을 탐색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 구분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4개의 집단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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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할 구체적 절차를 밝히는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

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서 의미를 갖는 연구결과로 이를 통해 한 개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보다 주의를 

요한다. 잠재집단 분석은 어디까지나 확률적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성별, 연령, 부모 지지 이외

의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동일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정체감-상 혹은 정체감-하의 발달 수준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는 면담, 관찰, 기타 정보

에 의해 추가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잠재집단 분류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성별과 연령

이라는 독립변인의 효과에서도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군복무 등의 이유로 남자대학생

의 평균 연령이 여자대학생의 평균연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관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정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 등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와의 분화 수준 및 집으로부

터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고 부모와의 분화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한종철, 지선근, 1999). 뿐만 아니라 부모 이외

의 타인이나 대학의 풍토 등 다른 환경의 영향도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자아정체

감 집단을 구분해 주는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가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이 연구는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학년과 비슷한 연령대에서도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

의 정체감이 어떻게 달리 유형화될 수 있는지 그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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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Latent Sub-group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Level of Ego-identity
1)

Hwang, Mae-Hyang*

Lim, Hyo-Jin**

Im, Ji-Sook***

Son,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unobserved sub-groups in emerging adults'

ego-identity and to test effects of several variables in determining latent groups. A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tilized to analyze data collected from Korean senior college students.

First, we examined whether there exist multiple latent groups based on indicators of

ego-identity, in relation to gender, age and parental support. Results showed that four

subgroups within the sample were found to be qualitatively different as they presented average

identity group, low identity group, high identity group and very-high identity group. The four

group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levels of 6 indicators (e.g. initiativeness, self-receptiveness,

confirmativeness for future, goal orientedness, subjectivity, and intimacy) of ego-identity.

Next, we investigated whether background variables significantly predicted class

membership. Covariates such as gender, age, and parental support (e.g. instrumental, emotional,

evaluative, and informational support) contributed to classification. Considering the effect of

variables, me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high and very-high identity group while wome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average and low identity group. Also, older students tended

to belong to high identity group than younger students. Students who perceived higher parental

support were likely to belong to average and high identity group. However, gender, age,

parental support didn't predict classification significantly for very-high identity group as

compared to other group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types of

subgroups in emerging adults' ego-identity were discussed.

Key words: college students, ego-identity, latent class analysis, development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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