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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연구
- 대학내 성희롱 상담 및 예방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하

혜

†

숙

김

계

현

서울대학교

대학 사회에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과 예방교육은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성
희롱에 관한 판단은 상황과 문화 그리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성희롱의 특징은 대학 내의 성희롱 상담과 예방교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성희롱 판단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성희롱 상담과 예방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
생들은 남녀 모두 언어형 성희롱 보다 신체형 성희롱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였으며, 남녀의 판단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형 성희롱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판단은
질적으로 유사한 반면에, 언어형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
생들의 성희롱 판단은 행위유형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데 비하여 여학생들은 반복성 여부의 영
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희롱에 대한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해서는, 성희롱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녀의 판단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에 의해 판단의
모호 영역이 발생하는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시해 준다.
주요어 : 성희롱 상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판단, 성희롱 모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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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은 중요한 사회문제

그러나 관련 조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 되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은

학생들이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절히

각급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과 같은 전문적 활

발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

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에

라의 경우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성희롱 행위

상담소, 2003, 하혜숙, 2005).

의 처벌과 피해자 구제 방안이 처음 마련되었으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경우 상담 초기에 상담자

며, 2005년 12월에는 그동안 성희롱 방지를 위한

들이 다루어야 하는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는

각종 조치 및 예방교육의 근거법이었던 ‘남녀차

성희롱에 대한 판단이다. 많은 경우 가해자는 자

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주요 내용

신이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을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7786호)에 통합하였

는 자신은 겪은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호

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연

소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희

겪게 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희롱에 대

롱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점점 확

한 판단이 엇갈림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의 진위

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를 가리기가 매우 힘든 성희롱 사건의 일반적인

교단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특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

교원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라서 성희롱 상담의 역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운영을 의무화했으며, 성희롱 예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판단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

밝힌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방의 관점과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문제를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내의 성희롱을 근절하기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캠퍼스 내

있다. 왜냐하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희롱의 특수성과 심각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아

성희롱 판단의 불일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

직 미흡한 편이다(김보연, 2004; 진정희, 2003; 김

제하지 않은 해결책은 가해자의 분노와 보복 심

계현․김은경․신상숙․박정미․김보명, 2005). 대

리로 상담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

학 내의 성희롱은 일반적인 범죄나 직장 내 성희

해의 발단이 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문제 해결

롱보다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며 피해 후유증도

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성희롱이 발생하게

가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되면 가해자 및 문제 상황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성희롱 현상의 다면성

생활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자신의 대학 생

과 이에 대한 판단의 주관성은 예방교육의 효과

활 및 진로문제와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는

를 떨어뜨리고, 교육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점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불러일으키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

가 어렵고, 이로 인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혼

다. 성희롱 현상에는 사건의 특성과 교육 대상자

자 고민하면서 대학 생활의 장애를 지속적으로 겪

의 입장에 따라 판단이 전혀 다르게 형성될 수

게 될 가능성이 많다(Naomi, 2005; Stockdale, 1996).

있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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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의 차이, 특히 성

관련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이다(Gutek, Morash &

별에 의한 판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Cohen, 1983; Powell, 1986).

경우 거부감으로 인하여 교육 효과가 충분히 발

연상 어휘 및 태도분석을 통해 성과 성폭력․

휘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명백한 성희롱이나 비

성희롱의 인지적 표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김정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육 대상자들

인, 도경수, 이재호, 2003)를 보면, 성희롱의 경우

이 성희롱에 대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강한 부정적인 평가의 단어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희롱

들이 생성되었고 부적 평가의 강도가 여자에게서

형과 비성희롱형의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쪽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든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

Gallogly(1986)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서는 교육 대상자의 관점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비해 성희롱 피해자를 더 많이 책망하는 태도를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은 그 특성 때

보이고, 성희롱을 단순히 남자들과 여자들 간의

문에 인식과정에 많은 불일치가 발생하며 그로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

인하여 성희롱 인식의 모호영역(gray area)이 형성

다. 이러한 성희롱 상황 지각에 대한 성 차이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희롱의 독특한 현상

성차별적인 언급이나 성희롱이 덜 명확한 상황,

적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식의 모호영역을

즉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다루기 위해서는 남녀의 판단 차이에 주목하는

상황 등에서 더욱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은 성희롱 상담 및 예

(Fizgerld & Ormerod, 1991).

Reilly와 Lott 그리고

안서원, 김정인, 김미라, 이경성(2004)는 약한

방교육의 실제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

성희롱 장면과 강한 성희롱 장면에 반복 노출되

을 것이다.

었을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태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였는데, 남녀 모두 강한

성희롱 인식과 성 차이

성희롱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태도가
성희롱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기

일치한 반면, 약한 성희롱 장면에 반복 노출되었

반을 둔 것으로서, 그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

을 경우, 남학생의 태도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여

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

학생의 경우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다. 윤

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

영민(2002)은 성희롱이 발생하는 가상적 상황을

느냐와 관련이 있다(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처럼 성희롱은 개인의 배경변인에 의해 달리

를 판단하게 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성희

지각될 수 있는데,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롱을 인식함에 있어서 남녀의 인식 차이가 매우

특히 성 차이에 의해 지각이 달리 형성되고 있음

큰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이 성희롱에 명백히 해

을 알 수 있다. 성희롱의 인식에 있어서 남녀의

당한다고 생각하는 언행에 대해 남성은 성희롱이

차이가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남으로

나며(Reese & Lindenberg, 1999), 동일한 행동에 대

써,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경

해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으로 간주하거나 공격

우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적인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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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과 문제의식 그리고 이론과 관련 연구

사례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기존 연구에

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

서 성희롱에 대한 단일 개념을 제시했을 경우, 응

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성희롱을 어떻게 판단하

답자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해석하는 단점이 발

는지, 또한 이러한 성희롱 판단의 차이를 발생시

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 정보가 응

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

답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써 효과적인 성희롱 상담 방안에 대한 시사를 도

대학 내 성희롱 사례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유의

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희롱 인식에 관한 실증

하여 사건의 주요 특성들이 다른 12개의 구체적

적 분석은 남녀 대학생들이 성희롱을 판단할 때

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례 내용의 대표성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보를 위하여,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의 세

파악함으로써 교육 당사자와 내담자들의 판단차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관계의 측면을 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현재의 예방

학 내의 전형적인 인간관계인 친구사이, 선후배

교육과 성희롱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희롱

사이, 교수와 학생 사이로 구분하였다. 둘째, 행위

예방교육과 상담활동을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실

유형은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수준을 반영하여 언어형 성희롱 행위와
신체형 성희롱 행위의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셋째, 성희롱의 영향력과 심각성은 피해 지속

연구 방법

기간, 가해자의 의도성 등 사건의 반복과 연관되
는데 이러한 맥락을 포괄하기 위하여 성희롱 행
위의 반복성 여부를 일회적인 것과 반복적인 것

연구 대상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한 결과 관계유형 3차원(친구-친구, 선배-후배, 교

에 소재하는 7개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연

수-학생), 반복성 여부 2차원(일회적, 반복적), 그

구 대상을 표집하였다. 표집 대상이 되는 대학이

리고 행위유형 2차원(언어형, 신체형)의 총 12유형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과

의 사례가 도출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

수도권 지역 그리고 지방(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에 사용된 12개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에 소재하는 대학을 골고루 포함시켰으며 또한 남
녀 공학과 여자 대학을 함께 표집함으로써 모집단

[사례 1]: 친구 사이의 일회적 언어형 성희롱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례 2]: 선후배 사이의 일회적 언어형 성희롱

사용된 표집수는 7개 대학에서 표집한 1,547명으로

[사례 3]: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일회적 언어형 성
희롱

남자 611명(39.5%), 여자 936명(60.5%)이었다.

[사례 4]: 친구 사이의 반복적 언어형 성희롱
[사례 5]: 선후배 사이의 반복적 언어형 성희롱

측정 도구

[사례 6]: 교수와 학생 사이의 반복적 언어형 성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 차이를 분

희롱

석하기 위하여 사건의 특성이 각각 다른 1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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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선후배 사이의 일회적 신체형 성희롱

보완하고 성희롱 판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

[사례 9]: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일회적 신체형 성

집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예
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과정을 살

희롱
[사례 10]: 친구 사이의 반복적 신체형 성희롱

펴보면, 먼저 1차 예비조사는 2006년 6월 서울 소

[사례 11]: 선후배 사이의 반복적 신체형 성희롱

재 S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사례 12]: 교수와 학생 사이의 반복적 신체형 성

실시하였으며, 1차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분석 결
과를 반영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희롱

거쳐 2차 예비조사에 사용할 질문지를 재구성하
이와 같이 사건의 특성이 서로 다른 12개의 사

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06년 8월 6일에서 9일 사

례를 제시한 후, 성희롱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기

이에 역시 서울 소재 S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약

위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사례의 상황이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성희롱에 해당한

거쳐 확정한 질문지를 2006년 9월 18일에서 10월

다면 책임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1

13일 사이에 배포하여 본 연구에 사용할 자료를

점에서 5점 사이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수집하였다. 질문지에는 총 12개의 사례가 제시되
었으며,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가량 되었다.

분석방법
먼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성희롱 판단의 차

연구 결과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 분
석 및 집단 간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희롱판단에 관여하는 사건 특성의 상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학생들

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형 회귀분석

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이 성별에 따라 달리 형성

(categor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선형

되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성별에 의한 판단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희롱

연속형 데이터일 때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판단의 차이에 미치는 사건 특성의 상대적 영향

본 연구와 같이 독립변수가 범주형 자료인 경우

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특성을 무시하고 회귀 분석을 실
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성희롱 판단의 남녀 차이 분석

에 최적 척도법을 이용하여 범주형 변수들을 수
성희롱 판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건의 특성이

량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였다.

서로 다른 12개의 사례를 제시한 후 성희롱 유무
와 책임크기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사례에

연구절차

대해 행위자가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작된 도구의 한계를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희롱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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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희롱 판단의 남녀 차이
구분

남학생(N=611)

여학생(N=936)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p

관계

반복성

행위유형

친구

일회적

언어형

2.52(1.05)

2.93(.96)

-7.87

.000

선배

일회적

언어형

2.99(1.18)

3.64(1.07)

-11.18

.000

교수

일회적

언어형

2.47(1.22)

3.29(1.16)

-13.05

.000

친구

반복적

언어형

2.78(1.17)

3.49(1.07)

-12.09

.000

선배

반복적

언어형

3.01(1.23)

3.77(1.08)

-12.78

.000

교수

반복적

언어형

2.78(1.29)

3.81(1.14)

-16.34

.000

친구

일회적

신체형

3.11(1.15)

3.31(1.04)

-3.62

.000

선배

일회적

신체형

3.23(1.14)

3.47(1.03)

-4.19

.000

교수

일회적

신체형

3.79(1.09)

4.06(.95)

-5.06

.000

친구

반복적

신체형

3.90(.98)

4.17(.83)

-5.73

.000

선배

반복적

신체형

3.99(1.03)

4.29(.80)

-6.43

.000

교수

반복적

신체형

4.17(.97)

4.47(.78)

-6.61

.000

3.23(1.26)

3.72(1.10)

-28.28

.000

전체

응답을 1번으로 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응답

지 주목할 만한 것은, 선배의 일회적인 언어형 성

을 5번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에 따라 1번에서 5

희롱과 교수의 일회적인 언어형 성희롱, 친구의

번 사이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각 사례에 대

반복적인 언어형 성희롱, 선배의 반복적인 언어형

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을 비교하였는데, 그

성희롱, 그리고 교수의 반복적인 언어형 성희롱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례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특

성희롱 판단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살펴보면,

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례를 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반적으로 언어형 성희롱

위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주로 언어형 성희롱 사

보다 신체형 성희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례들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에 따른 구체적 순위

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

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수의 반복

판단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

적인 신체형 성희롱, 선배의 반복적인 신체형 성

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형 사례와 신체형 사

희롱, 친구에 의한 반복적인 신체형 성희롱, 교수

례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 차이를 그래프로 다

의 일회적인 신체형 성희롱 등의 순으로 높게 평

시 정리해 보았다.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 걸

그림 1에는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판단의 평균

쳐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희롱 판단에 대한 차이

이 도표 위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사례에 대한 남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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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희롱 판단의 행위 유형별 남녀 차이

여학생의 성희롱 판단의 평균 차이를 의미하며,

적인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 대학생 모

평균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

두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수의 반

자의 책임이 크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복적인 신체형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신체형 성

3점 이하인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작고 성희롱에

희롱 사례에 대해서는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고 생각함으로써 성희롱 판단에서의 일치를 보이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생들의 성희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형 사례에 있어서

롱 판단의 평균은 친구의 일회적 언어형 성희롱

여학생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

을 제외한 모든 언어형 사례에 있어서 3점 이상

리 남학생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으로 나타나 있다. 즉, 이는 여학생들은 친구의

함으로써 주로 언어형 사례들에 대한 성희롱 판

일회적인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

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니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언

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형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언어형 성희

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학생들

롱의 경우, 남학생들은 언어형 성희롱 사례들을

의 성희롱 판단의 평균은 여학생과 달리 거의 모

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반면 여학생들

든 언어형 사례에서 평균 3 이하로 나타났다.

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인식상의

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과 달리 대부분의 언어

질적인 차이 즉 성희롱 인식의 모호 영역(gray

형 성희롱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area)이 뚜렷하고 폭넓게 형성되는 반면에, 신체형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신체형 사례에서는 남학생

성희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신체형 성

과 여학생의 성희롱 판단의 평균이 모든 사례에

희롱 사례들을 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서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형 사례에

으로써 통계적인 수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

인식 상에서의 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친구의 일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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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 차이의 원인 분석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유형에 대한 남학생의 평
균은 친구 성희롱의 경우 3.08, 선배 성희롱의 경

앞선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남녀 대학생이 성

우 3.30, 교수 성희롱의 경우, 3.30으로서, 이러한

희롱 사건에 대해 서로 판단을 달리 하고 있음을

관계 유형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성희롱 판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둘째, 반복성 여부에 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

한 남학생의 평균은 일회성의 경우 3.02, 반복성

게 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

의 경우 3.44로서 이러한 반복성의 차이 또한 통

의 성희롱 판단이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의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

세 가지 자극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

째, 행위유형에 대한 남학생의 평균은 언어형의

는지 살펴본 후 성희롱 판단에서 사건 특성들의

경우 2.76, 신체형의 경우 3.70으로서 행위유형별

상대적 중요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

평균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석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변인별로 분산

다음으로 여학생들의 성희롱 판단이 관계유형, 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복성, 행위유형의 사건 특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

있다.

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남학생들의 성희

유형에 대한 여학생의 평균은 친구 성희롱의 경

롱 판단이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의 사건 특

우 3.47, 선배 성희롱의 경우 3.79, 교수 성희롱의

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경우 3.90으로 이러한 관계유형별 평균의 차이는

표 2. 사건 특성별 성희롱 판단

평균(표준편차)
남학생(N=611)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친구

선배

교수

F

p

3.08(1.21)

3.30(1.21)

3.30(1.35)

25.976

.000

일회

반복

t

p

3.02(1.23)

3.44(1.27)

-14.384

.000

언어

신체

t

p

2.76(1.21)

3.70(1.13)

-34.265

.000

여학생(N=936)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친구

선배

교수

F

p

3.47(1.08)

3.79(1.05)

3.90(1.11)

158.393

.000

일회

반복

t

p

3.45(1.10)

4.00(1.02)

-27.367

.000

언어

신체

t

p

3.49(1.13)

3.96(1.01)

-23.53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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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둘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3

째, 반복성 여부에 대한 여학생의 평균은 일회성

에 제시되어 있다.

의 경우 3.45, 반복성의 경우 4.00으로 반복성 여

제시된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성희

부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롱 판단에 관한 범주형 회귀분석 모형은 남학생

나타났다(p<.001). 셋째, 행위유형에 대한 여학생

들의 판단을 18.1%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형은

들의 평균은 언어형의 경우 3.49, 신체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

3.96으로 행위유형별 평균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

편 여학생의 성희롱 판단에 관한 범주형 회귀분

으로 나타났다(p<.001).

석 모형은 여학생들의 판단을 15.6% 설명하고 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성희

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롱 판단은 사건 특성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하게

(p<.001). 이에 따른 세 가지 자극 특성의 영향력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사건

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관계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을 성희롱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사건 특성들 중

.055, 여학생은 .233이며 반복성의 경우 남학생은

어떠한 특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

.179, 여학생은 .464로 나타났으며, 행위유형의 경

하는가? 즉,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중 어떠

우 남학생은 .766, 여학생은 .303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 특성이 성희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근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생들이 특정 사례에

가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성희롱 판단에서의 사건

대해 성희롱을 인식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자극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계유형이 남학생의

리 나타나는지 즉 성희롱 판단의 차이에 미치는

경우 5.5%, 여학생의 경우 약 23% 정도 영향을

사건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치며, 반복성은 남학생 판단의 약 18%, 여학생

표 3. 성희롱 판단에 대한 범주형 회귀분석 결과

남

여

R제곱

수정R제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181

.181

1330.040

4

332.510

405.917

.000

오차

6001.960

7327

.819

전체

7332.000

7331

수정모형

R제곱

수정R제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156

.156

1741.793

4

435.448

515.595

.000

오차

9436.207

11173

.845

전체

11178.000

11177

수정모형

영향력
성별

관계유형

반복성

행위유형

남

.055

.179

.766

여

.233

.464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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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46%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행위유

어형 성희롱 보다 신체형 성희롱을 더 높게 평가

형은 남학생 판단의 76.6%, 여학생 판단의 약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순위를 보면 교

30%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의 반복적인 신체형 성희롱, 선배의 반복적인

남학생들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크기를

신체형 성희롱, 친구에 의한 반복적인 신체형 성

판단할 때 주로 행위 유형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희롱, 교수의 일회적인 신체형 성희롱 사례 등의

반면에 여학생들은 반복성 여부를 가장 크게 고

순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

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남학생들이 성

례에 걸쳐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희롱 판단에 대

희롱을 판단할 때 가해자와의 관계유형을 거의

한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이 비하

고려하지 않지만,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상

여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

대적으로 관계유형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났다. 그런데, 한가지 고려할 점은, 남녀 모두 성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성별의 차이에

성희롱의 반복성이나 관계유형에 대해 남학생들

상관없이 판단이 일치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또한 남학생의 성희롱에

성별의 차이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판단이 전혀

대한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위유

달리 형성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형에 대해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과를 종합해 보면,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 남학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생은 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여학생

는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인식상의

사건 특성의 각기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차이가 형성되는 반면, 신체형 성희롱의

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성희롱 판단에서 성별에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주로 성희롱에 해당

의한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지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통계적인 수준에서 정도의

나타내줌으로써 남녀의 성희롱 인식에서 불일치

차이는 있지만 인식 상에서의 질적인 차이는 크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남녀
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

결론 및 논의

을 판단함에 있어서 남자(주로 가해자)는 사건의
특성 중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여자(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

로 피해자)는 반복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

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 그리

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여자가 중요한 판단 근

고 그러한 판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거로 삼는 반복성이나 관계유형의 영향을 거의

엇인지 등을 대학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성희롱

받지 않는 반면에 여자는 남자들의 판단을 좌우

사례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분석결과가

하는 행위유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

대학 내 성희롱 상담과 예방교육의 개선을 위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러한 결과는,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은 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그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생들의 성희롱 판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언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Fitzge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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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merod, 1991; Workman & Jonson, 1991)과 일

고,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자와 여자가

일방의 책임으로 전가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

특정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각기

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의 반발 및 보복 심리로 인

다른 역치(threshol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

한 2차 가해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

에게는 우호적이고 장난기 섞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이다.

행동이 여성들에게는 성희롱으로 지각될 수 있음

또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을 나타내 준다(Rossi & Weber-Bruden, 1993). 이와

대상자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들에 대해서 다

같은 성희롱 판단의 남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루는 것이다. 즉, 성별에 따라 성희롱 판단이 달

성희롱 판단에서의 모호 영역의 문제를 이해하지

라짐으로써 성희롱 인식의 모호 영역이 발생하는

못할 경우, 성희롱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례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

일반적으로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남녀의 인식의

못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는 성희롱 가해 사실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언어형 사례들을 제시하고

에 대해 지적하더라도 가해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이러한 사례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록 한 후, 가해자의 시각과 피해자의 시각을 대비

다. 이는 피해자인 상대 여성이 성희롱을 인식할

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즉, 남성 교육 대상자에게

때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대해

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희롱을 보여주고

알지 못하고 또한 성희롱 판단 상황에서 범할 수

반대로 여성 교육 대상자에게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있는 성희롱에 관한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상담 사례의 경우,

사건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사건 당사자 사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구나 선후배 등 평소 알고

의 인식의 괴리를 교육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있고 때로는 친한 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상담과 예

밀도에 따라서 언어적․비언어적 성적 접촉이 수

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현

용되는 정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에 대해 남자와 여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리 형

대학 내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이성의 행동이 저

성되는지, 또한 그러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

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희롱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상대적인 측면을

더욱 크다.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희롱 현상에서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의 경우 상담자는 가해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어떻게 달리 형성되는지,

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기에 앞서 내담자(가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남녀의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희롱 상담과 예

는지, 또한 성희롱 유무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범

방교육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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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f Sexual Harassment Judgement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Hye-Suk HA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xual harassment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n universities. However, sexual harassment is
perceived differently based on context of the situation, cultural difference, and individual subjectivity. Such nature of
sexual harassment not only complicate related counseling and prevention program, but also make them ineff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university students’ judgement about sexual harassment is differently
formed according to sex and the cause of such judgement difference,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program and counsel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features regarding the judgement about
sexual harassment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were discover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tion of sexual harassment,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sessed physical sexual harassment as a
more severe form of harassment than a verbal one, and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x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although the nature of determining physical sexual harassment is similar among male and female
students, this was not the case for determining verbal harassment. In other words,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determined physical sexual harassment as a form of sexual harassment whereas concerning verbal sexual harassment there
was a strong tendency of female students determining it as sexual harassment while male students did not.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ree main characteristics on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the determination
of sexual harassment of male students were influenced most strongly by the type of action, while type of power
distribution and duration of sexual harassment had almost no influence. On the other hand, female students were affected
most strongly by duration with the other two characteristics of sexual harassment also having relatively significant
influ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perception difference of sexual harassmen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well from
what viewpoint the conflict and discordance should be understood and approached. Thus, the research effectively helps
the client by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nd its cause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s well as the fallacy committed in the process of perceiving sexual harassment. Also, this resear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program by providing case exampl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gray area.
Keywords :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program, judgement of sexual harassment,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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