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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의 매개효과
유 혜 경*
순천향대학교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 우울과 분노의 내면화문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 성역할사회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여자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중 2-6차 패널자료 중 여자청소년 총 1492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가지고 각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성역할고정
관념이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를 매개하는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여자청소년의 스트
레스와 성역할고정관념은 내면화문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
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의미 있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었
다. 이를 바탕으로 여자청소년의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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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의 변화에 정상적인 적응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심리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우울이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보고하였으며(김현순․김병석, 2008), 정원아
(2002)는 분노에 따른 정서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분노와 우울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Riley 등(1994)은 우울한 사람들이 보다 강한 분노경험을 보고하고 분노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영인(1994)은 분노의 억압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고 분노를 내부로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과 정신건강문제는 예방적 관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2008)는 청소년기의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고통 받은
경험이 있으며 5명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엄태완, 2008). 스트레스가 청소
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과 행동문제가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수주, 2001).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우울을 포함
하여 비행(임은희․남현주, 2008), 공격성(박윤조․송하나, 2008), 심리 행동적 부적응(노충재․허
지인, 2003)등 여러 정서, 신체부적응이 유발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Billings & Moos, 1981).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 분
노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유전학적인 개인적인 특성, 심리사회적요인인
가족과 친구관계 등의 사회 환경과 인지적 특성 같은 다양한 변인들의 개입가능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일반적인 취약성요인과 함께 성차(gender difference)가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박미자․이창식, 2008).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 있
어 남녀 간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학업시간, 구조화된 학교행동, 집안일,
진로와 건강 등의 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미례, 2002). 또한 여자 청소년이 사회적 통제에 대한 직접, 간접 영향을 더 많
이 받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로 여겨진다(Susan, Lindo & Dogulas, 1996; 김
정숙, 2002: 재인용).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윤혜미와 박병금(2005)의 연구에 의하면 내면
화 문제행동 중 불안과 우울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오늘날 성차별을 지양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남녀 모두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의
식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하는 것이 미덕으로 인정되는 현대에도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여성적이
라 규정한 특성만을 기대하고 이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적응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전통적 성역
할 기대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는 여성에게 있어 더욱 역기능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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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리(2008)는 사춘기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춘기의 스트레스가 청소
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위험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내면화 문제가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된다(Kim et al., 2003; Swearingen & Cohen, 1985). 정서
적인 문제가 사회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
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내면화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
을 느끼게 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더 반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자청
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에서의 인과 관계의 상호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성역할 고
정관념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면화 문제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
해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겪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는 다시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에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을 살펴볼 필
요성이 제기된다.
내면화 문제의 성차연구는 여자청소년의 내면화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에서 다양한 측면에 존재하는 성차는 더 이상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내면화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성역할이며 남성적, 여성적 정서 역시 많은 부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를 통한
사회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편관서, 2006).
이에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역할 고
정관념이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스트레스가 여자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끼치
는 영향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 내면화 문제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하는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
이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 및 생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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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장애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엄태완, 2008). 그러나 우울은 누구나 일생동안 여러 번 경험하
는 일반적 현상의 하나이며 정신과 영역에서도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이다.
Beck(1976)은 우울에 관한 인지이론에서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에 관한 지각과 평가에 부정적이
고 주로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Beck에 따르면 우울증의
정서적, 행동적 특징에 이러한 인지 과정의 오류에 의해 야기되며 이러한 인지과정은 개인의 자
기 신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우울은 성차가 뚜렷한 정신질환으로 아동
기에는 우울증에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에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우울한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곽진숙, 2003), Birmaher et
al.,(1996)은 우울은 성차가 뚜렷한 정신질환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발생률이 남성보다 대
략 2배 정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현주(2007)는 우울, 불안, 분노에서 성인남녀간에 성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전연진, 정문자(2004)도 청소년기 남녀에게도 우울과 불안에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Kizilay(1992)는 청소년 시기에 현저히 증가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우울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게 청소년 여자가 청소년 남자보다 우울한 기분을 더 많
이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우울과 분노의 내면화문제
분노란 모든 개인이 표현하는 일상적인 감정이며 일상생활속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자연스
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Novaco(1979)는 분노는 스트레스의 정의적 반응이라고 보았으며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환경적 압력에서 기인되는 좌절감이 내성을 넘어설 때 분노는 의식적인
현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연령, 성별,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규정되는데 Steels 등(1997)은 전통적이며 지배적인 성역할 및 문화적 규범 형태에
따른 억압된 감정표현과 분노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Johnson(1987)은 분노를 내부로 억제하는 사람은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사람보다 우울경향이
높고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보고하였으며, Solomon(1998)은 분노의 내적 억제 경향이 심할수록
우울경향이 높았으며 분노 통제 경향이 높을수록 방어가 심하다고 하였다. 이시형(1997)의 연구
에 의하면 화병의 원인적 정서로서 화 또는 분노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로인해 초조와 불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민성길 등(1989)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화의 감정은 분노,
억울, 우울, 실망, 신체현상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누적적인 감정으로 전통적이며 지배적인 여성
성을 강조하는 성역할 규범의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내재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편향성으
로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문화적 배경으로는 남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덕목
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이 분노를 더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분노는 내면화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역기능적 역
- 70 -

유혜경 /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의 매개효과

할을 하게 된다. 현 한국사회의 경우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양성평등의 가치가 혼재된 상
태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분히 남아있어 성역할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김소정,
2008) 한 개인의 분노 표현 방식은 그가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안근석, 1991).
3. 성역할 사회화 이론과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이란 한 남성 또는 한 여성으로서 성에 따라 사회가 알맞다고 규정한 태도를 가지고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성역할 사회화란 사회 성원으로서 필요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남자 또는 여자에게 필요한 행위라
든가 태도는 권장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엇이 남성적
인, 혹은 여성적인 자질로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치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전
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 사회화는 강력한 사회통제 제도로 작용한다. 성역할 사회화는 우
리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규정을 내리도록 해주고, 외적 세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규정해 주며, 다른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성별에 따라 특정 기술의 습득을 강
화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함으로써 우리에게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그런
데 성역할 사회화는 단순히 인간을 성별화된 남녀로 학습시키는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다. 성역
할 사회화는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별화된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
문에 이미 그 과정 속에는 제도화된 성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다(김성언, 2006).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직되고 과
잉 단순화된 관념이다. 고정관념은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처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처방적
인 성역할고정관념의 내용은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역할과 행동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성의 자아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던 성역할고정관념의
경우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으므로 여성의 자기 평가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할 수 록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수은, 2005).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개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에게 학습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상생활
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 의식이나 태도 및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남학생은 비행과
일탈행위를 여학생은 섭식장애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직업적 성취를
방해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에의 적극적 저항을 위축시켜 피해자화 되는 경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orell & Remer, 2003; 김소정, 2008: 재인용) 성차별적인 이중적인
성 가치관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사회적 성취와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산업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은 낮아지고 있는 듯 보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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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노동 부담등과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성역
할고정관념이 직장이나 가족관계 내에 강하고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
황은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장이나 가정의 사회화 기제를 통해 청소년들
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자료를 수
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한국청
소년 중 2 패널 6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
년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향
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자료를 구축고자 실시되었다. 6차년도 조사대상은 1차년도 조
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선정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였으며, 학생의 경우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의 경우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440명의 조
사대상자 중 3,118명의 학생과 학부모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 중 여자청소
년만을 선별한 총 1,492명을 본 연구의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부모, 학업, 친구, 외모, 소비욕구 5가지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스트레스는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지나친 간섭으로, 대화가 안
통해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공부가 지겨워서,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입시 또는 취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
스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친구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
서, 열등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소비욕구 스트레스는 갖고 싶은 물
건을 갖지 못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하여 받는 스트레스 3문항으로 측정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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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외모 스트레스는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에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부모 0.827, 학교성적 0.740, 친구 0,814, 외모 0.728, 소비욕
구 0.865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에서 5
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
역할고정관념의 Cronbach's α는 .717로 나타났다.
2)

내면화 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분노의 8문항을 선정하였다. ‘우울은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
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의 4문항이
며. 분노는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의 4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
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문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α는 우울 0.855,
분노 0.762로 전반적으로 좋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과 AMOS 5.0을 사용하였다. 척도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의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분석하였
다. 각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첨도와 왜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점검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성역할고정관념이 내면화문
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를 매개하는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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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여자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과 내면화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스트레스 평균에서는 학교성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내면화 문제에서는 우울이 분노보다 높게
나타나 우울을 비교적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가 정규성가정을 만족하는지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는 절대 값 3미만, 첨도
는 10미만이어야 정규성가정을 만족한다(Kline, 200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정규성의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잠재변인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문제

<표 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와 자료의 정규성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
2.49
.77
학교성적
2.89
.76
친구
1.80
.69
외모
2.53
.88
소비욕구
2.66
.97
전체
2.49
.58
여성성
2.02
.70
우울
3.00
.82
분노
2.06
.72
전체
2.53
.66

왜도

첨도

.341

.058

-.910

.205

.609

.254

.176

-.209

.165

-.464

.004

.055

.072

-.288

-.136

-.407

.435

.068

.072

-.152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각 변수는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하나의 지표로 사용
하는 항목 묶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형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사례 수 당 추정해
야 할 모수의 개수를 줄여 적합한 추정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Kline, 2005). 항목 묶기를 하
면 개별적인 지표의 의미가 상실되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적인 항목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구성
된 개념이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러한 단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항목 묶기를 함으로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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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합도가 높고 모수 추정치의 편의가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Bandals, 2002).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 즉,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문제는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
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측
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요인 적재량은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측정모양의 적합도는 χ²=217.516(df=18). p=.000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χ²값은 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잠재변수
스트레스
내면화문제
성역할고정관념

<표 2>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
비표준
표준화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요인적재량
부모
0.692
0.663
학교성적
0.653
0.633
친구
0.521
0.558
외모
0.890
0.780
소비욕구
1.000
0.707
우울
1.000
0.700
분노
0.699
0.562
여성성
1.000
1.00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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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

값

t

0.034

20.131**

0.031

21.108**

0.028

18.715**

0.038

23.407**

0.048

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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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널리 수용되는 것은 NFI, CFI,
RMSEA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NFI, CFI의 계수는 .90이상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RMSEA의 경우
.05 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08이하인 경우도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Arbuckle & Werner, 1999). 이 측정모형은 다른 적합도 지수 NFI=.919, CFI=.925, RMSEA=.091
등을 고려할 때도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문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전
이들 변수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상관계수를 보면 모든 변수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의 값은 본 연구의 모형
에서 가정한 방향성과 일치하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부모
부모
학교성적
친구
외모
소비욕구
스트레스전체
성역할고정관념
우울
분노
내면화전체

학교
성적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친구

외모

소비 스트레스 성역할 우울
욕구 전체 고정관념

분노 내면화
전체

1
0.476**

1

0.371**

0.341**

0.306**

0.401** 0.398**

1

0.434**

0.484** 0.392**

0.577**

0.739**

0.770** 0.648**

0.726** 0.753**

1

0.159**

0.097** 0.242**

0.168** 0.183**

0.219**

1

0.323**

0.397** 0.308**

0.310** 0.366**

0.474**

0.110**

0.277**

0.209** 0.328**

0.284** 0.288**

0.372**

0.230** 0.342**

1

0.368**

0.381** 0.386**

0.364** 0.422**

0.522**

0.200** 0.858**

0.776**

1

1

1

1

**p < .01

4.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개념이 적합하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지수를 사용하였다. 수정지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지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 오차 변수들에 대해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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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여 높은 적합도 지수를 얻었다. 카이자승은 73.397이 감소하면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좋아져 구조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잠재변수 사
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고정관념이 여자 청
소년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스트레스가 여자청소년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성
역할고정관념을 통해 매개된다는 이론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구조모형 분석결과가 [그
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 간 관계가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된 경로계수와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²=144.119(df=17), p=000,
CFI=.952, NFI=.947, RMSEA=.074 등으로 적합한 수준이다.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부합지수
경로모형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χ²(df)

CFI

NFI

RMSEA

144.119(17)

0.952

0.947

0.074

변수 간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첫째 스트레스 → 내면화문제의 직접적 경로는 표준화
된 경로계수가 .77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문제가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스트레스 → 성역할고정관념의 경로는 표준화 된 경로계수가
.245로 나타났다. 셋째, 성역할고정관념 → 내면화 문제 경로는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08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역할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내면화문제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내면화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값

t

.416

.773

14.150**

.237

.245

8.203**

.046

.082

2.427*

* p < .05, ** p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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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관심 중 하나는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 문제가 다시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상호영향의 관계 속에서 여자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역할을 보는 것이었다. <표 6>과 같이 스트레스 →
내면화문제,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문제로 가는 세 가지 경로는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어 내
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즉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간접효과가 포함된
총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경로
에서 스트레스→성역할 고정관념의 경로는 인과관계의 모호성이 있다. 그러나 공분산구조분석에
서의 경로는 실질적 인과의 방향성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적합도를 얻었다
면 최종결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노형진, 2008).
스트레스 →내면화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

<표 6>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검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E

.793*

.574

.245*

.245*

.057

.082*

.082*

.773*

.020*

* p <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우울, 분노의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스트레스와 성역
할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 내면화
문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역할 고정관
념이 스트레스와 우울, 분노의 내면화 문제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중학교 2학년 6차 패널 자료로 2008년 조사당시 대학교 1학
년 시기의 여자청소년 총 1,492명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중 2 6차 패널자료의 선정이유는 대학
교 1학년 시기가 입시위주의 민감하고 폐쇄적인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
과 사회의 성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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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의 수준은 평균 2.02로 척도수준 ‘그렇지 않은 편이다’ 에
해당된다. 여성성성역할고정관념의 척도 문항을 감안할 때, 이는 오늘날 성차별을 지양하는 시
대적 흐름으로 성역할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의식수준의 변화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변
화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Sohn(2003)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희수(2000)의 연구에서 양성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점에 대해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뚜렷했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의식구조가 급속히 변화된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자기보고 방식이기에 시
대의 흐름에 맞춰 자기 검열을 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성역할고정관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로서 우리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성역할은 일반
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범화된 형태로 나타난다(김선남․장혜순․정현욱, 2004). 최근 사회
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나 신데렐라와 같은 유형의 여성이 지속적으로 드라마
에 등장하는 것은 남성을 잘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성역할고정관념의 이데올로기가 지속
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며 여자청소년은 이성교제의 장이나 성윤리의 면에서 이런 고정관념
을 수용하는 듯이 보인다. 또한 여성이 리더의 위치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교 사회에서도 고정된 계급으로 머무르며 제한된 역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화 과정에 일조를 하고 있음을 흔하게 볼 수 있어 성역할에 대한 여학생들의 태도를 이중
적으로 보이게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도 성역할고정관념을 유효하게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의 상관을 살펴보면 상관이 매우 높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
화문제는 높아지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능력에 비추어 인지된 스트레스 상황이 높거나 빈도가
잦으면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일으키며 불만과 실패감, 심한 불안과 긴장 좌절과 우울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하나선 등, 1998). 한편 김진경(2007)은 부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는 남
아가, 외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여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
로 남아는 능력, 여아에게는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외모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와의 상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
존의 연구와 대치되는 결과여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정익중(2005)은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양보하고 타협 화 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높은 여자청소년이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
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의 내면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생활영역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들이 중요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스트레스는 우울과, 성역할고정관념은 분노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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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견을 같이 한다(김현순․김병석, 2008).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활동이 증가되
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조화롭고 평등하게 하기 보다는 가부장제와 양
성평등의 가치가 혼재함으로써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즉 큰 틀에 있어서 남성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가 남성지배구조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성 차별적인 부당성이 분노와의 상관을 높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스트레스는 여자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성역할고정관념을
통해 내면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1994)은 한국인은 정서에 민감하나 특히 여성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에 분노의 억제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을 많이 가졌
다고 보고하였으며, 심미옥(1991)은 여자고등학생들은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불만과 저항을 나
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성 역할이 전통적으로 야기되는 불평등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고생들은 생물학적인 차이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
되는 성역할을 현실적 맥락을 근거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허라금(2004)은 여학생
들이 가족생활과 학교생활 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에 저항하고 이를 변형시키려는 개인적 노력
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의 장이나 성 담론 그리고 미래의 가족역할에 대해
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검열하며 가부장적 여성성역할을 인위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
는 점에서 혼란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근래에 들어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함께 사회
진출이 증가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동이 일어났으나 이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기대와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여성성 성역할 고정관념
은 여성의 적극적인 교육적 직업적 성취를 방해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에의 적극적 저항을
위축시켜 피해자화 되는 경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rell & Remer, 2003;
김소정, 2008: 재인용).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있지만 성역할 고정
관념은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노동부담 등으로 나타나며 성에
따른 태도와 행동의 차이와 여성의 차별적 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는 역할 갈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행동적 문제인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가부장적 가
정에서 자란 여자 청소년들이 평등적 가정에서 자란 여자청소년들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불만이 외현화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성식과 전신현(2001)은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기반
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정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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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낸 바 추후 스트레스와 여자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우울과 분노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유의하게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존재하는 성차에 대하여 생물학적
인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성역할이라는 성역할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하였다(Kim, 2003). 그
러나 우울에 대한 성차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연구결과(Huselid & Cooper, 1994;
Pidano & Tennen, 1985)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다양한 나라들이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자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성별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한국 내 성별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에 있어 KYPS의 여성성성역할고정관념을 측정하는 3문항
만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세밀한 개념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Bem의 양성성 이론
에 입각하여 고안된 한국형성역할정체감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연구들(이종화, 2008)에서도 우
울과 성역할정체감의 관계에 있어 여성성유형의 우울감이 높은 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Bem의 이론에 따른 여성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양성 평등교
육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자녀를 성차별적으로 훈육하
거나 사회가 성별에 따라 성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이러한 개인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의 효과성
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차별적인 가정환경 및 사회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는 상호영향의 관계에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는 동시에 개입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 해결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성역할고정관념, 내면화문제의 차이에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학력수준, 결손가정 등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종단연구 자료임에도 6차년도 한해의 횡단 자료만을 사용한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후속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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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Mediating Effect on Famine Identity of Sex Role Stereotypes
Between Stress and Internalizing Behavior of Adolescents

Yoo, Hae-Kyung
Soonchunh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emale adolescents' stress, sex role stereotypes, internaliz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s.
This study wa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m. Data came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
2009. The final sample size was 1492 female adolescents.
The data was analyzed for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effects of
variables and mediating effects of sex role stereotypes was found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a significant effect of stress and sex role stereotypes on
internalizing behaviors. Second, There wer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s between
stress and internalizing behaviors.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finding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respect to further studies.

Key words : female adolescents, stress, sex role stereotypes, internaliz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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