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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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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 through the dating experiences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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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생활 동안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한 내용을 분석하

여 의미있는 주제를 악하기 함이다. 연구방법은 개인이 경험한 내용을 심층 으로 악하기 해 상학  분석 방법을 

용한 질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C 학교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성 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상자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 18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 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성 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한 내용이 5개의 주제로 ‘남녀역할에 한 인식 변화’, ‘의사소통의 역 이해’, ‘갈등 해결 능력의 
강화’, ‘감정조  행동 변화’, ‘인격의 성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은 다양한 
정  의미와 강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추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강화된 능력은 사회생활의 응과정에서 강 으로 용될 수 있다고 악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 시기에 이성과
의 친 한 계는 개인의 삶에 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에서의 역량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이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hanges in self-awareness in response to dating members of the 
opposite sex among college students. The point of view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dating, it has
put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change in the strength and self-awareness. To accomplish this, 
interviews of 18 people who met the study criteria were conducted.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Respondents were placed in one of five categories: 'change in perception of rol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skills', 'strengthened coping ability', 'behavioral change in emotion regulation', or 'awareness of self- maturity'. Changes
in perceptions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through dating were shown to improve the quality of college students'
future life and applied in the strength to adapt to social life.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discovered
a positive outcome in the individuals' life, trying to present the grounds that to strengthen the variou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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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생활의 문화에서는 학교 교과과정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성과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교제는 남
녀가 서로에게 호감과 친 감을 느끼는 것으로 일반 인 

친구 계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계라고 설명할 수 있

으며, 각자의 사고와 감정을 통해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
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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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성교제에 한 인식은 발달 시기에 따라 다

소 정의에 한 차이가 있다. 등학생 시기에는 ‘서로 
사귄다’라는 표 으로 이성과의 교제를 인식하며, 고등
학교 시기까지는 이성 친구에 해 특별히 친근하게 지

내는 이성의 상이 존재하면 이성교제를 한다고 생각한

다[2]. 이처럼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개념 정의가 명확
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3], 반면 학생의 이성교제는 우
정의 개념을 떠나 연인 간에 서로 성 인 감정과 욕구를 

느끼며, 때로는 실제 성 행동을 경험한다는 면에서도 이
의 이성교제와는 차별성을 가진다[4].
그러므로 이성교제는 각 발달 시기에 따라 이성교제

가 갖는 의미도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이성 계는 즐거움을 주고, 자아 존 감을 높이

는데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 후기, 즉 학생 시기의 이성
계의 경험은 성  정체성 정립에 도움을 주며 그에 따

른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으로서의 경험으로 그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최근에는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결혼을 한 지속  계형성보다도 이성 

교제 자체에 한 심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이성교제는 그 시기의 발달과업에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한샘[6]은 학생 시기에 요
한 발달 과업으로 다른 사람과 원활한 계를 유지해 나

감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기 한 진로를 탐색해 나가

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이러한 요한 과업을 달성
할 수 있는 시기에 이성교제는 타인과 원활한 계형성

을 경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통한 극복, 행복감과 불행
감을 동시에 느끼며 감정 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

회이다. 이에 학생 자신도 이성교제의 장 에 해 많

은 심을 갖고 있으며 이성교제를 할 기회를 기 하고 

있다. 이를 해 최근 사회 문화시설  학 환경에서는 
학생의 효과 인 이성교제방법에 한 요구도가 높아

지면서 사 에 이러한 과정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게 하

려고 이성교제와 련한 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학생 이성교제의  다른 의미는 기존의 통 인 

사회구조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문,  사회경제
인 걸맞음을 기반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매결혼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했지만,  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통

해 스스로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7]. 이성교제 경험이나 만족도는 결혼 생활
의 양상과 련이 있으며[8], 학생의 이성교제는 미래

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요하고 실질 인 비과정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 한, 성인 기의 이성교
제는 배우자 선택에 기여하는 정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

으로도 알려져 있다[10].
이처럼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정  차원

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학생활에 있어서 이성교

제는 학생 한 개인의 발달 과정상, 단순히 결혼을 한 
목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터득하며, 이성에 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인 계 갈등 해결 기술 등 내  성

숙을 돕는 정 인 측면이 있다. 학생 시기의 이성과
의 계는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성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성숙한 인격 형성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에 한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11]. 
한, 학생활  이성교제는 개인의 인격 인 성숙은 

물론 이성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잃

지 않는 동시에 친 함을 나  수 있고 그 능력을 발

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를 통해 
상 방과의 계를 발 시켜나가는 노력, 사귀는 사람과
의 결혼을 측하거나, 혹은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과 같
은 복잡 미묘한 갈등에 직면하고 이를 타게 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12].
반면 이성 계의 부정 인 측면은 이 시기에 이성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더 어려운 혼란을 겪게 되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한, 이성교제의 특성상 폐쇄 이고 배타

인 속성이 있으므로 이 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타인들과 

개방하고 공유하는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된다[13].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있으면 이로 인한 심리  고통 

 신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학 내 상담센
터에서 학생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인 계 

 이성 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이는 41.7%를 차지
하고 있으며[9], 이성교제를 시작한 미혼남녀에게는 의
사소통의 문제, 가치 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경우가 있다[14].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한 원
인  하나가 남녀 간의 차이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성교제에 한 생각이나 기 감, 가치 의 차이에서부터 

감정이나 욕구를 표 하는 방식  행동 양상에 한 차

이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성교제 시 정  측면 과 부정

 측면이 공존하지만, 부정  측면을 각 개인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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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지에 따라 강 으로 다시 환 

될 수 있다는 에서 이성교제는 개인의 발 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이성교제 시 남녀의 차이

에 한 조기 인식, 필요하면 타 을 한 효과 인 의사

소통, 서로의 갈등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는 추후 인생을 살아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악된다.
지 까지의 이성교제와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

반화된 실태조사, 이성교제의 방향, 향요인, 상 성과 

인과 계를 악한 내용으로[12], 학생이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고, 행동과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한 맥락을 악하고 의미를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경험  연구에 기반된 내용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학생 시기에 이성교제를 통

해 경험한 인식의 변화에 해 악하고자 하며 이성교

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 에 해 방하고 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과 로그램 개발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이론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인식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삶의 구조에서 어떠한 

정  향을 미쳤는지에 한 내용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 과 후의 인식변

화는 무엇인가?
2)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한 정 , 부
정  의미는 무엇인가?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인식의 변화에 

해 더욱 더 심층 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한 질  연

구 방법  상학  방법을 용하 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 은 S 시 C 간호 학에 재

학 이며 학생활 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3학년, 
4학년을 상으로 선정하 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동
의하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심층면
담 참여자의 권리에 한 설명과 함께 비 보장  익명

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 
연구 차  윤리  고려사항에 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에 동의한 참여자로 최종 18명을 선정하 다. 

2.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참여한 연구자는 질  연구와 련된 세미

나  학술 회에 참여하여 질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

하는 방법을 훈련받았으며, 질  연구와 련된 선행연

구를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한 공동 연구자들과 정
기 인 모임을 통해 면담 기법  질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자로서의 비를 하

다. 

2.4 자료 수집 및 절차

참여자에 한 심층면담은 본 연구책임자 1명, 공동 
연구자 2명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 
각각 10회기를 걸쳐 면담을 진행하 다. 사생활 보호  
심도 있는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해 연구 상자와 같은 

성별의 연구보조자가 일 일 심층면담을 하 다. 참여자
의 편안함을 해서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

택하도록 하여 가능한 충분한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환

경을 조성하 다. 참여자에게 자연스러운 화를 유도하
기 해 일상 인 화로 면담을 시작하 으며, 이후 "
이성교제를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 는지에 

해 이야기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비구조
화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시간은 개인 당 1시간 ∼ 1
시간 30분정도 소요 되었으며,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참여자가 경험과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

간을 제공하 다. 참여자에게 구두로 사  동의를 얻고 

모든 면담내용은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여 녹음하 으며, 
녹음된 내용은 반복 청취 후 연구자가 필사 하 다. 필사
내용에서 의미가 불충분한 자료는 추가 면담  화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충하 다. 최종 으로 연구자  공

동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해 겪은 변화와 성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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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x Age Number of dating Be Dating somebody at 
interview The average period of dating

1 Female 31 1 Yes 1 year<
2 Male 29 3 No 3month~1year
3 Male 26 4< No 1 year<
4 Male 25 4< No 1 year<
5 Male 24 4< Yes 1 year<
6 Male 26 3 No >3month
7 Male 26 4< Yes 3month~1year
8 Female 25 4< Yes >3month
9 Female 25 2 Yes 3month~1year
10 Female 28 4< Yes 3month~1year
11 Female 25 2 No 3month~1year
12 Male 26 2 No 1 year<
13 Female 22 2 Yes 3month~1year
14 Female 26 1 No 1year<
15 Male 24 2 No 3month~1year
16 Female 26 3 Yes 3month~1year
17 Female 25 1 No 3month~1year
18 Female 24 2 Yes 1 yea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

험에 한 본질 인 주제의 규명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Colaizzi(1978)의 상학  방법을 선택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14].
첫째, 녹음 후 필사한 내용을 반복 으로 읽음으로서 

상황에 한 무언가를 느끼고자 하 다. 둘째, 원문을 검
토하여 유의미한 진술로 악되는 내용을 도출하 으며 

다음으로 추출된 유의미한 진술의 의미를 생성하 다. 
넷째, 생성한 의미를 주제모음으로 정리하고, 모음과 원
문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며 모음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 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를 범주화하여 주제모
음을 도출하 다. 여섯째, 상에 한 본질  구조를 설

명하기 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만들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공
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 수행에 한 목

, 연구결과에 해 풀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한 의미
와 일치하는지 확인하 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이 
남자 참여자가 8명, 여자 참여자가 10명이 참여하 다. 
체 인 평균 연령은 21세에서 31세로 분포되어 있었
으며, 26세가 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다. 

학 입학 후 이성교제 횟수는 2번 이상이 6명, 4번 이상
이 6명으로 나타났다. 재 이성교제를 하는 상은 9명
이었고, 이성교제의 평균 기간은 부분 3개월에서 1년 
미만이 9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3.2 대학생 시기 이성교제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참가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심층 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 18명에게 존재하는 공통된 범
주  주제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악된 인식변화의 범주는 총 5개 역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주제묶음은 6개 항목, 의미 단 는 37개로 
악되었다.

3.2.1 남녀 역할에 대한 이해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학생 시기의 이성교

제를 통해서 경험한 남녀 역할에 한 인식의 변화는 이

성교제 경험 과 경험 후의 역할에 한 변화가 있음이 

악되었다. 학생의 이성교제 경험 에는 부분 남

자는 의사결정을 주도 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의지하
고 싶은 상, 경제 으로 우 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지만 이성교제 이후의 역할에 한 인식 변화는 

남자는 여자에 한 책임 있는 행동, 결정의 상황에서 주
도 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가정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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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Theme Formulated meaning

Change in perception of 
the role 

 

Role expectation before dating

Male
Leading decision-making
A comfortable person
Economic ability

Female
Delicate and feminine
Courtesy 
Caring

Role expectation after dating 
Male

Sense of responsibility
Leading decision-making

Female Polite and homely woman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skills

Important elements 
in communication

Consideration
Honest 
Patience
listening courteously 

Strengthen 
coping ability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Think objectively
Silence and calm
Avoiding Situations
Specific explanation

Behavioral change on 
emotion regulation Emotion control solution

Crying
Getting Out of Situation
Change of thoughts and actions
Recognize ones as important people

Awareness of 
self-maturity

Strengthening factors 
of integrated maturity

 

Strengthen understanding
Self-reflection
Positive thinking 
Ability to control behavior
Interpersonal skills

Table 2. The Change of Self-awarenes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Opposite sex Dating                  (N=18)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1.1 이성교제 경험  남녀 역할인식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학생 시기의 이성교

제 경험  남녀 각각의 역할에 한 인식은  남자에 

해서는 ‘ 주도  의사결정’, ‘ 의지할 수 있어야 함’, ‘경
제  우 ’ 등의 인식내용이 공통 으로 나타났으며 여

자에 한 기   인식에 해서는 ‘세심한 배려자’이
어야 하고, ‘외 인 여성스러움’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 한 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은 ‘ 의바
름’, ‘보살핌’ 등으로  악되었다.

“남자가 좀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도 여자
에 비해 더 지불해야하고...... 약간 고정 념 식의 데이트 

개념이 있겠지만 학생이 되서 여자는 꾸미는 시간도 

많고 개인  돈도 많이 들고 하니 그 외 것은 남자가 알

아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3>

“이성교제 경험  남녀 각각의 역할이요? 둘이 같이 
행동을 결정할 때 그것은 남자 쪽에서 좀 더 리드 해야 

되고, 여자는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낼 수 도 
있고, 같이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남자를 챙겨주는 세
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죠”. <사례 5>

“남자는 (여자의 행동을) 약간 받아줘야 한다고 느껴
요. 뭐라고 표 할까요. 져주고, 이해해주고, 화도 좀 참
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여자는 조  더 챙겨주는 역

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9>

3.2.1.2 이성교제 경험 후 남녀 역할 인식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

과 이성교제를 경험 한 이후 남녀의 역할에 한 인식 

변화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개념으로 남자에 해서

는 ‘책임감’과 ‘주도 ’인 생각과 행동을 기 하 다. 여
자에 해서는 ‘가정 인 여성’, ‘ 의 바름’, ‘보살핌’ 
등이 요한 부분으로 경험하 다.

“오히려 사귀고 나서 더 역할이 나 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 으로 나 어진 역할, 인식에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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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뭐라 표 해야 하나? 일반 으로 역할이 분리된 사회

의 고정 념, 역할에 맞춰진 계라고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는 상 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 그러나 이성교제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남자는 역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8>

“이성교제 이후 인식변화가 약간 생겼는데요. 남자는 
가장으로써 뒷받침되는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라는 개념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남자는 인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해야 하고, 여자는 가정 인 일에 해 좀 더 

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례14>

“제 생각은 성에 따라 역할이 나 어지거나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둘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같아요.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챙겨주고, 부족한 사람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서
로가 상호보완 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례 18>

“요즘 사회가 발 하면서 남녀평등의 가치 이 

많이 정립되었다고 요. 하지만 이성교제의 에서는 

사실 남녀평등의 과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이 서로 공존하는 것 같아요. 사회  통념상 남자는 기

본 으로 리드해야하고, 어떤 일에 주도 으로 해야 한

다는 게 있고, 여자는 그러한 남자를 잘 챙겨주고…. 보
듬어줘야 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성 교제 과정에서 반

복 으로 자연스럽게 용되는 거 같아요. 그래야 서로 
이해하면서 싸우지도 않게 되고 ......”. <사례 10>

3.2.2 의사소통의 영역 이해

본 연구 분석결과 이성 교제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요한 역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그 방법과 내

용에 한 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 으로 이성교제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해서는 의

사소통의 태도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효과 인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것으로는 상 방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간 계의 기본이라고 설명하 고, 
다음으로 ‘솔직함’, ‘인내심’, ‘경청’ 등으로 나타났다. 

“ 화 내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 

솔직한 자세를 보일 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고 상 방을 먼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화 방법은 

인간 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성교제 시 서로 간의 

계에서 가장 요한 기본  의라고 생각해요”. <사례 
11>

“이성교제 시 요한 것은 의사소통인데, 혼잣말하는 
게 아니라 상 방이랑 같이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게 의사

소통이고 화인 거니까 상 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정확하게 의사 달도 되고, 특히 화가 나서 싸울 
때도 상 방에 해 참아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 경청해주는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가 난다고 상
방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은 모두 사랑이 이어갈 

수 없는 행동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 같아요”. <사례 13>

“남자와 여자는 서로 화할 때 성향이나 성격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특
히 비언어  의사소통에서는 잘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

고,  돌려 말하는 걸 제 로 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솔직하게 있는 그 로 표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사소한 부분으로 화가 난 경
우라도 슬쩍 넘어가면 오히려 오해도 커지고 그로 인해 

싸움도 커지는 거 같아서, 그럴 때 일수록 솔직함이 필요
하고 상 방이 어떤 말을 기 하는지 잘 들어주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사례 18>

3.2.3 갈등해결 능력의 강화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

하는 것으로 서로들의 계에서 문제가 도래하고 서로 

립하게 되는 기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해결하
기 한 수단으로 나타난 방법으로는 ‘문제 객 화시키

기’, ‘침묵과 진정하기’, ‘상황을 회피하기 ’, ‘ 화로 이
해시키기’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처해 나간다고 하 다.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때 있는 감정 
그 로 표 하고 행동하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갈등상
황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때일수록 갈등상황을 일으
킨 문제를 객 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그 게 객

으로 바라보게 되면, 순간 들었던 감정들도 조  그러

지고, 앞에 있는 상 방의 입장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

는 것 같아요”.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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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과 반복 인 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함으로

써, 기분을 푸는 게 부분이에요. 하지만, 상 방이 내 

화를 들어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잠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기분이 조  나아지면 다시 이해를 시

키기 해 노력해요. 이성교제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발 된 거 같아요. 교제하면서 다툼이나 갈등이 많이 생
기는데, 반복 인 경험을 통해 좀 더 원만하고 빠른 갈등 

해결 방법을 알게 된 거 같아요. 제 스스로에 한 행동
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사례 14>

“일단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혼자 생각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시간이 지난 후 직  만나서 화로 

문제에 해 성찰하고 상 방을 이해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크게 싸우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성교제 

에는 싸움과 화해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성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랬어요”. <사례 17>

3.2.4 감정조절 행동변화

본 연구 분석결과 이성교제 시 감정을 조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행동 양상은 부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기’, ‘ 혼자 울거나 참고 견딤’, 한 ‘ 행복한 활동으로 
환’, 그리고 ‘상 방의 요성 재인식’ 등의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일단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그땐 감정을 그러뜨리는 게 제일 먼 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문제가 일어난 그 상황과 장소에서 벗어나는 

게  효과 이라고 요. 그 자리 그 상황 그 로인 상

태에서 화를 하려고 하면 서로의 감정도 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

고요. 그럴 때 시간을 좀 두고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
서 감정이 그러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
든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례 6>

“ 무 속이 상하는 상황이면 을 좀 감고, 생각을 분
산시키죠.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야 감정이 차분해지니까
요.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결론 으로는 일단 상황을 벗어나 버리죠”. 
<사례 2>

“분노의 감정이 들 때, 우선 제가 상 방과 만나는 이

유를 생각하고, 난 이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나는 
거다', ‘ 이 사람은 나한테 매우 소 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상기를 해요. 이 상황이 싫은 거지 상 방이 싫어

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례 5>

3.2.5 인격의 성숙

본 연구 분석결과 참여자들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

신이 스스로에 해 인격 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에 

해 인식하 다. 자신에 해 성숙되었다고 보는 으

로는 ‘상 방에 한 이해’, ‘자신에 한 성찰’, 정  

사고’, ‘행동에 한 조 능력’, ‘ 인 계 능력’ 등과 
련된 부분이 성장하고 강화되어 스스로에 해 인격 으

로 성숙된 부분으로 생각하 다.

“ 에는 개인 인 성향이 많이 컸는데, 그런 성향
이 많이 어들었습니다. 상 방의 모습을 본받고, 러

면 안 되겠다는 은 안 하게 되었고요”. <사례 4>

“음 뭐랄까요…. 좀 더 남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욱
더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된 거 같아요. 반 으로 사람이 

정 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8>

“아무래도 이성과의 만남이어서 상 방과의 상호작

용이 가장 요하죠. 그래서 상 방을 이해하려하는 마

음과 상 방의 입장을 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많
아진 거 같아요. 내 주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상 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좀 더 바  거 같아요. 그 사람을 사
랑하니까요, 그래서 해져야 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들을 수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친구가 아

닌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례 10>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해 경험한 자

기의 인식변화와 련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심층 인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 로 질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5개의 범주로 분
류하 다. 5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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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변화’, ‘의사소통의 이해’, ‘갈등 처 능력 강
화’, ‘감정 조  행동변화’, ‘인격  성숙’ 등 이다. 본 연
구 결과를 토 로 의미하는 부분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역할에 한 인식은 지 까지 고정 인 

성 역할 즉, 남녀 간에 서로 기 하는 역할은 분명히 존

재한다. 이재림[15]에 따르면, 이성교제 시 문제가 발생
하는 요한 원인은 남녀 간의 차이이며 이성교제에 

한 생각이나 기 , 가치 의 차이에서부터 감정이나 욕

구를 표 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 다. 
그 지만 이성 계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기 와 성향을 

가지고 있어[16], 이성교제를 통해 두 사람의 상호작용
으로 서로에 한 욕구와 각자에게 기 되는 역할을 학

습 할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를 통해 남녀 계에 한 
역할이나 가치  등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1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성의 교제과정에서 기존의 

남녀 역할에 한 악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선 으로 

서로 다름에 해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효과

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

로 보여진다.
이성교제  남자의 역할은 사회 혹은 가정에서 교육

받아온 데로, 의사결정을 주도 으로 하는 것, 기  수 

있는 사람, 경제 으로 우 에 있어야 하는 역할을 기

하 으나 이성교제를 경험한 이후에는 보다 경제 인 능

력도 요하지만 책임감이 있고, 주도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기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 한 
변화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수 있는 

책임감과 여성이 수동 인 자세로 남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남성들은 이성교제 경험  여자의 역할로 기 하는 

것은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성, 외 인 여성스러움, 보살
핌의 역할이었지만 이성 교제 이후 여성 역할에 한 인

식 변화는 반 인 개념을 포함한  가정 인 여성의 행

동이 요한 역할로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활에서의 이성교제는 성인의 과정으로 입문하게 되

는 것으로 결혼이 실 으로 인식되어 가정을 함께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을 기 하여 나타나는 결

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역할에 한 기 가 남녀에게 존

재하지만, 각자의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서로 상호보

완 인 역할을 교류하는 것이 남녀 간의 계를 풍요롭

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는 최근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한 사회  인식, 여
성들의 사회  능력 향상, 개방된 연애와 결혼 의 변화 

등이 이성교제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

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둘째, 의사소통의 역 이해에 해 살펴보면 지 까

지의 의사소통에서의 요성은 체로 반 인 인

계에서만 다 졌다. Bienvenu와 McClain[19]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문
제를 보기 해" 그리고 "감정과 의미를 교환하기 해 
사용하는 언어  비언어 인 총체"라고 그 요성을 제
시하 고, 김경희[20]는 의사소통은 인간의 계를 유지
하기 해 필요한 수단이며 의사소통의 수 은 사람간의 

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설

명하 다. 
이와같이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여러 사람과 다양

한 방식으로 계를 맺도록 하므로 이성교제라는 인

계의 역에서도 매우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 개인과 한 개인, 즉 이성과의 계 속에서 의사소통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성간의 의사소통 에서 가장 요

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요한 요인들을 
이성교제를 통해 이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이성교제 시 상 를 배려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서 가장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의 유형에서 상 방의 의견을 존 하는 방식이 이성 간

에 요하다고 설명한 장춘미[21]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론  근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김경

희[20]는 의사소통을 효율 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이

성교제에 있어서 문제 발생 시 정 인 해결을 하게 된

다고 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통해 갈등 처 능력

이 강화되었으며 효과 인 갈등 처방법으로 객 화시

키거나, 침묵하고 진정하기, 상황으로부터 회피, 문제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제시되

었다. 이는 Laursen과 Collins[22]의 연구결과에서 갈등
을 해결하기 해서는 상황과 상 에 따라 다르며, 특히 
이성 계에서는 되도록 갈등을 피하려 하며, 서로 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해 상을 하거나 화해  보류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더욱 건설 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

결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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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는 이성 계는 다른 사회 인 계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계이므로 갈등의 해결방법이 매우 요

한 요인이며, 장춘미[21]도 갈등의 해결방법이 이성교제 
사이의 계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성교제간 갈등 해결 방법의 요성을 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나와 김정택[10]의 보고에서는 애착의 

계가 갈등 해결 략에 미치는 요 요인으로 들고 있는 

의미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생들은 사랑과 애착 같은 감정  면보다는 문제를 객

화 시켜 좀 더 냉정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악하도

록 하거나, 침묵과 감정 진정시켜 이성 이고 합리 인 

면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결과로 이와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한 갈등 해결을 한 방법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부

분에서는 강진희[23]의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방법은 부
정 인 해결 유형으로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을 무시하거

나 회피한다면 결국 갈등을 제 로 해결하지 못하는 방

법으로 설명하 다. 한, 이러한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자체는 부정 인 상황으로 이성교제에서 갈등 발생 횟수

와 더불어, 부정 인 갈등 해결 방법이 연애 만족도를 매

우 떨어뜨린다는 Crammer[2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 한 갈등 처의 경험 인 결과

와는 반 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감정 조 에 해 살펴보면 이설아[25]의 연구

에서 요한 상이 자신을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친 한 계 내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근거

를 통해 이성 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한 정  조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에서 경험한  감정 조  방법으로는 

상 방과의 화, 다른 활동을 통한 생각의 환과 상
방의 요성 재인식 등의 방법들이 있다. 
서미례[11]에 따르면 “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다

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감정이 개입되는 새로운 계”라
고 하 다. 더욱이 각 개개인의 감정 조  방법은 자라온 

환경과 성향에 따라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 
시의 감정에 해 선행연구에서는 오히려 “감정” 자체를 
표 함으로써 인 계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고 

하 다. 한 이승 [26]은 인 계 스트 스를 통해 

생겨난 높은 수 의 분노는 난폭한 말투와 행동으로 감

정이 표출되면 오히려 감과 공격을 유발하여 인

계 시 스트 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며, 이성교
제에서의 문제 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 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 다[27].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

은 오히려 상 방과 감정표 을 해 화로 해결을 함

으로써, 감정을 조 하고 자제 할 수 있고 공격  행동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 다. 한 ‘속으로 삭임’이나 ‘그 
자리를 벗어남’, ‘울음’과 같은 답변은 부정 인 감정조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조 방법들이 

효과 이거나 정 인 감정 조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해서는 함께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성 계에

서 스스로의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 하고 행동

을 자제하게 되는 경험은 인 계, 즉 교우 계, 가족 
계  사제  계 등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3].
다섯 번째, 본 연구결과에서 마지막으로 분석된 범주

인 ‘인격  성숙’ 부분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성
과의 교제의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부분은 여러 

정 , 부정  상황으로 부터의 학습을 통해 상 방에 

한 이해심이 강화되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정 인 사고, 자신에 한 사고와 행동의 조 하고, 
인 계에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으로 보여진다. 즉 한 개인만이 아닌 친 한 다른 사람과

의 계 속에서 자기에 한 이해와 성찰의 수 이 높아

지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진
희[23]의 의미 있는 상과의 계는 학생의 정 인 

자아개념 발달에 향을 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

여 다. 신수빈[28]의 연구에서도 친 한 계인 인

계는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도록 하며 자신에 해 정

인 방향과 의식 수 을 변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미례[11]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생의 시기에 경험하는 이성교제는 반 의 성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주고, 본인 스스로 성숙한 인격 형성을 이
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역으로 이성교제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심층 으로 조사 분석하 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악되는 것은 선행연구결과 같은 맥락

을 이루는 정 인 내용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개념도 도출되었다는 부분이다. 를 들어 

갈등 해결 방법에 한 질문에서는 사랑이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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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와는 다르게 

객 인 문제 해결방법을 보다 요하게 여긴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이성 계에서의 갈등 시 감정 표출에 

해 부정 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행 연구결과와는 다르

게 오히려 감정 표출을 통해 감정의 해결을 할 수 있다

는 과 다른 원만한 인 계를 한 교훈이 된다는 부

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악된 부분은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통해 남녀의 차이에 

한 인식변화, 자아개념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정  

이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이론  근거

를 도출한 부분에 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5. 결론

최근에 학생은 학환경의 구조  이성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남녀의 이성교제에 한 심과 경험

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에 한 심과 교
제의 양상은 성장발달 단계별로 다른 의미가 있지만 특

히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발달 과업 인 측면에서 

기 성인기에 속한 학생들에게 요한 발달 과업으로

서 한 인간의 성숙한 성장에 요한 향을  수 있는 

요소라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의 이성교제과정에서 심층 으로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

며,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 인식의 맥락을 악하고자 질
 연구방법을 용하 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동의한 특히 학생시기에 이성교제 경험

이 있거나 재 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 18명을 선정하
여 실시하 다.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비된 개방  

질문내용을 기 으로 개인별 인터뷰를 통한 필기내용, 
녹음 등을 통해 수집하 고 이를 질  분석과, 자료 수집 
 분석과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학생이 이성교제를 통

해 경험한 부분은 총 5개의 범주로 ‘남녀역할에 한 인
식 변화’, ‘의사소통의 역 이해’, ‘갈등 해결 능력의 강
화’, ‘감정조  행동변화’, ‘인격의 성숙’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를 통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경험은 부분 많은 역에서 추후 삶

의 질을 높이고 사회생활 응을 해 강 으로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학생의 
이성교제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정  결과를 래하고 

다양한 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  근거를 제시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
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식을 변화
시켜 개인  삶과 사회  계를 한 성숙과정에 필요

한 향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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