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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올 자행할 수 있다고 본다.

I. 서

론

최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
문제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조폭화 되어 가고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서적 변화가 어느 시기보다 두

있다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드러지며 생물학적 정신적 및 사회적 문제는 물론 이

기획 조정 실 (1981) 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19기년에 청소

들 상호관계성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도 많은 시기라

년 범죄자는 39, 338명이었으나 1979년에 는 이보다 52%

고 생 각된다. 특히 청소년기 는 자아주체성을 찾고 성

가 증가된 59，975명이었고 1980년에는 65,459명으로 전

숙된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격기능을

년도에 비해 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유

통합하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
기라고 말할 수 있다(Hall, 1904； A, Freud, 1958；

형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풍속범 • 절도범과 같은 경범

Stone & Church, 1968；Grinder, 1978).
더우기 청소년기는 성적 관심이나 성적 충동이 고조

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신체적 상해 , 폭력，공
갈 및 성범죄같은 조폭범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
다 (민병근, 1981).

되는 시기로 ‘성적 충동을 억압할 것이냐 표출할 것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 문제

냐 ’ 하는 등의 성적 문제에서 고민하고 다시 성적 주

가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

체성을 확립하는 성의 활성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청

명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소년들의 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청소년기의 성충동에

있다.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사이에서 파생되는 갈등은 청
소년기에 해결해야할 필수적인 발달과업중의 하나이다
(Werkmann, 1974).
이와같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중의 하나인 성적 주

이와같은 연구의 대부분은 지 역적이거 나 인상적 수
준에 머무는 정도이 다. 이 런 실정 에 청소년 문제 에 관
한 원인적 요인분석에 있어서 실증적 이고 깊이 있는 연
구자료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다.

체성 의 확립에 실패를 하게되면 성적、
발달장애를 초래

현재까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관한 이론을 종합

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부적응적 행동을

적으로 고찰해보면 크게 3가지 측면 즉 대상관계 이론
(object relation theory), 유전적 이론(genetic fac

야기할 수 있다(Krafft-Ebing， 1886； Freud, 1905；
Ellis, 1936；Erikson, 1968; Sorensen, 1973).
특히 청소년기에 성적 충동을 인격형성에 통합시키
는 능력 이 지 연되 면 발달과업 상의 지체 (developmental
lag) 를 초래하고 그 결과 본능적 중동이 증가하게되어
조그만 욕구좌절에도 쉽게 성적 공격행동이나 범죄적

tor), 기질적 이론(organic factor) 면에서

연구되고

있다(김헌수, 1980). 특히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가 청
소년기의 성적 충동과 인격통합능력 및 비행간의 관계
성 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는
실정이다(Katz, I960；Gebhard, et al, 1965； Kutschinsky, 1970；Cohen & Boucher, 1972；Goo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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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Friedman, et al, 1977; Lewis, 1979).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문제를 이해하는 데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지만 청소

Institution
Seoul

Country

Total

D*

S*

Sample

757

240

284

163

70

Respondents

571

205

189

127

50

75.4%

85.4%

66. 5%

77. 9%

71.4%

Response Rate

K*

A*

本 Names of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Table 2. Classification of Respondents
( ) = percent
Types of Crime

N=571
Larceny

Institution

Sex

Total
Male

Female

D

S

N=521

N=50

N=205

N=189

N = 127

N=50

44(88.0)

93 (45.4)

69(36.5)

55(43.3)

44(48.0)

6(12.0)

49(23. 9)

42(33.1)

6(12.0)

217(41.7)

261 (45.7)

A

Violence

183 (32.0)

177(34.0)

Felony

121(21.2)

121 (23.2)

—

48(23.4)

46(23.4)

27(21.3)

—

Others

6(1.1)

6(1.2)

—

1 (0.5)

3(1.6)

2(1.6)

—

P-value

x 2=39.

86(45.5)

K

01, df= 3, p < . 005

x 2=53.

98, df = 9, p < . 005

년들의 비행 및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치

서 서울 지역의 2개 소년원 (D소년원， S소년원)과 지

료와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 태

방의 2개 소년원 (K소년원，A 소년원)등 모두 4개 소년

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원을 무작위 선정하여 해 당 소년원생 전원을 대 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 및 범죄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하는 전수조사 (Censor Method) 를 시 행하였다.

반영 해 주는 소산이 라고 생각되 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에 따라 1980년 9월 현재 서울 지역의 2개 소년원

비행 및 범죄의 동기를 청소년기에 급변하는 성적 충

에 수용되어 있는 524명의 비행 청소년들과 지방의 2개

동과 연관시켜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큰 무리 가 없을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233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합쳐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청소년들

모두 757명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법 조사

의 성관심도(성적 충동)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를 시행하였다.
한편 표집기관 및 표집대상은 Table 1'과 같다.

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성범죄청소년과 기타범죄
청소년간의 비교연구를 못하였는데 이 점은 앞으로 연
구해 야할 과제 로 사료된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 인 조사방법은 현지 답사, 정신의학
적 면접 및 질문지 법 조사를 통한 측정조사로서 1980

I.

년 6월부터 1980년 9월까지 중앙대학교 부속 성심병원
조사 대 상 및 방법

신경정신과 의사와 사회사업가를 포함하는 숙련된 조
사자에 의해 수행 되 었다. 이를 위해 조사원들은 소년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1980년 9월 현재 소년원에 수용중인 만

원내에 비치된 모든 근거자료를 입수한 후에 설문조사

12세에서 만 21세사이 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

및 정신의 학적 면접 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4개 소년원에 수용중인 조사대상자

다. 이들중 정신의학적 면접을 통해서 완전우발적 범

757명 (남성 687명, 여성 70명) 중 612명 (남성 559명,

죄사고만을 갖는 청소년은 제의되었다.

여성 53명) 의 자료가 희 수되었으나 그중 자료가 미 비

표집 대상은 전국 11개 소년원 (서울 • 안양 • 춘천 • 충

한 41명을 제의한 5기명 (남성 521명, 여성 50명)의 자

주 • 청주 • 대전 • 대구 • 부산 • 김해 . 전주 • 광주) 중에

료가 실제 분석 에 사용되 었다. 유효한 응답율은 75.4%

Questions

Items

Curiosity Rate

1) 연예 인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

Sex Scandal

65.7%

2) 성 생활 고백 수기 에 대한 기사

Sex confession

71.196

3) 째즈나 고고에 대한 기사

Unsound Dance

59.6%

4) 연인과 애정관계에 대한 기사

Sex relation with Lover

68.3%

5) 연인과 여행에 대한 기사

Travel with Lover

59. 9%

6) 혼외 외도에 대한 기사

Extramarital A ffair

55.5%

7) 윤락 행위에 대한 기사

Prostitution

64.8%

8) 도색사진에 대한 기사

Pornography

58.9%

9) 집단 성관계에 대한 기사

Group Sex

61%

Sexual Offence

60.796

10) 성범죄에 대한 기사
이었다(Table 1 및 2 참조).

질문지는 중압대학교 한국 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학

폭력 범 (32.0%), 강력 범 (21.2%), 기 타 과실범(1.1%>
의 순이었다.

생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얻은 성적 장면을 분석하여

성 별에 따른 비행유형을 볼때 남성 은 폭력 범 (34.0%)

만든 10개 문항의 ‘성적 감정유발 주간지 기사에 대한

및 강력범 (23.2% )이 여성의 폭력범 (12.0%) 및 강력

관심 도’ 문항을 사용하였 다 (Table 3 참조) .

범 (0%) 보다 많은 반면, 여성은 재산범이 88.0%로서

이에 대한 각 문항의 성적 관심도를 ‘ 깊은 관심’ ,
‘ 다소 관심’ , ‘무관심’ 둥의 3점 척도로 고안하여 성

남성의 41.7% 보다 많았다(x2=39.01,

df= 3,

p<

• 005) (Table 2 참조) .

적 관심도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유형의 분류는 국무총리 기획
조정 실 (1981) 발간 청소년백 서를 참조하여 4개 유형 으
로 구분하였다. 그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주간
절도(소매치기) . 야간절도(도둑질) • 사기 • 장물은닉등
은 *재산범’ 으 로 , 폭행이 나 기물파괴는 ‘폭력 범’ 으로 ,
살인 • 방화 • 강도 • 강간 등은 ‘ 강력 범’ 으 로 , 그리 고 과
실범이나 그 이외의 범죄는 기타 범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재산범은 대물지향적 비행, 폭력범은 대인지향
적 사회성 비행, 강력범은 대인지향적 비사회성 비행
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영역은 비행유형 및 성별에 관한 현
황분석, 비행유형 및 성별과 성 관심도 변인들과의 상
관관계분석 둥 크게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처
리는 질문지 법조사 및 면접후 수집된 자료를 종합검 토
하여 유효한 응답자 5기명의 자료를 KIST의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Nie
et al, 1975) 를 통해 전산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에서
는 x2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2. 비행유형 및 성별과 성 관심도간의 상관관계
(1)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 연예인의 사생활’ 에 대한 성 관심도를 비행 유형별_
로 볼때 폭력범에서는 ‘깊은관심’ 이 18. 0%, ‘ 다소 관
심’ 이 51.9%로서 강력범의

‘깊은 관심’ 18.2%,

‘다

소 관심 ’ 46. 3%나, 재 산범 의 •깊은 관심 ’ 18.0% ,‘ 다
소 관심 ’ 45. 6%보다 다소 높은 관심 을 보여 주었 다. 그
터나 X2검증결과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참조).
성 별로 볼때 전반적 인 관심도는 남성 이 66. 6% (깊은
관심 17.1%, 다소 관심 49.5%) 여성이 56.0%(깊은
관심 26.0%, 다소 관심 30.0%) 로서 남성이 다소 높
았다. 남성중에서는 ‘ 다소 관심’ 이 있는 경우가 49.5>
※로서 여성의 30.0%보다 많은 반면, 여성에서는 ‘ 깊
은 관심’ 이 있는 경우가 26.0%로서 남성의 17.1%보
다 오히 려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x2=9.17,

d f= 3,

p<.05) (Table 4 참조) .
(2) 성생활 고백수기에 대한 관심도
‘성생 활 고백 수기 ’ 에 관한 기사에 관심 이 있는 경우

I.

조사 결 과

1. 비행 현황 분석
비행유형 분포를 볼때 재산범이 45.7%로 가장 많고

는 응답자중 71.1%의 반응 빈도를 보여 10개 문항 중
가장 높은 발현빈도를 보여주었다.
비행유형 별로 볼때 ‘ 깊은 관심’ 이 있는 경우는 강략
범이 31.4%, 폭력 범이 27.9% 로 재 산범 의 22. 6%보다
다소 높았으나

X 2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riables

St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47(18.0)

119(45. 6)

89(34.1)

6(2. 3)

Violence (N = 183)

33(18.0)

95(51.9)

3(28. 9)

2(1.1)

Felony (N=121)

22(18.2)

56(46.3)

39(32.2)

Larceny (N = 261)

Others (N=6)

3(50)

3(50)

258(49.5)

162(31.1)

0

NS

4(3.3)
0

Sex
89(19.1)

Male (N=521)

Total (N=571)

102(17.9)

22(44)

15(30)

13(26)

Female (N = 50)

273(47.8)

184(32.2)

12(3.3)
0

x 2=9.

17

df= 3, p< .05

12(2.1)

NS；Not Significant
Table 5. Curiosity of Sex Confession by Types of Crime and Sex
) = percent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261)

59(22.6)

121 (46.4)

75(28.7)

6(2.3)

Violence (N = 183)

51 (27.9)

82(44.8)

48(26.2)

2(1.1)

51 (42.1)

28(23.1)

4(3.3)

1 (16.7)

2(33.3)

230(44.1)

135(25.9)

38(31.4)

Felony (N = 121)
Others (N=6)

3(50)

NS

0

Sex
Male(N=521)

144 (27.6)
7(14)

25 (50)

18(36)

151 (26.4)

255(44.7)

153(26.8)

Female (N=50)
Total (N=571)

12(2.3)
0

NS

12(2.1)

NS；Not Significant
성별로 볼때 남성은 ‘ 깊은 관심’ 이 27.6%로 여성의

(깊은 관심 16.0%, 다소 관심 28.0%) 보다 다소 높은

14.0%보다 다소 높았으나 x2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참조).

•없었다 (Table 5 참조) .
(3)

(4)

연인과의 애정관계에 대한 관심도

‘ 연인과의 애 정관계’ 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를 비

째즈나 고고기사에 대한 관심도

‘째즈나 고고기 사’ 에 대해 관심 이 있는 경우를 비행

행유형 별로 볼때 강력 범 (깊은 관심 26.2%, 다소 관심

다소 관심

47.096), 폭력 범 (깊은 관심 29.8%, 다소 관심 42.1%)

41.0%) , 강력 범 (깊은 관심 20.7%, 다소 관심 38.0%)

일수록 높은 반응을 보이 고 재산범 (깊은 관심 21.5%,

일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재산범 (깊은 관심 18.

다소 관심 42.1%) 일수록 낮은 관심을 보여 주었으나

4%, 다소 관심 36.0%) 일수록 낮은 관심을 보여 주었

X2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참조).

유형 별로 볼때 폭력 범(깊은 관심 26.2%,

다. 특히 ‘째 즈나 고고기 사’ 에 대한 관심 도는 폭력 범

성 별로 볼때 남성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가 69.3%

에서 유일하게 강력 범보다 높았으나 X2검증결과 유의

(깊은 관심 24.8%, 다소 관심 44.5%)로서 여성의 58.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참조).

0% (깊은 관심 22.0%, 다소 관심 36.0%) 보다 다소 높

성 별로 볼때 남성 에서는 ‘관심이 있다’ 가 61.0% (깊
은 관심 21*7%,. 다소 관심 39.3%)로서 여성의 44.0%

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참
조) .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261)

48(18.4)

94(36. 0)

113(43. 3)

6(2.3)

Violence (N = 183)

48(26. 2)

75 (41.0)

58(31.7)

2(1.1)

Felony (N=121)

25 (20.7)

46(38.0)

46(38.0)

4(3. 3)

4(66.6)

2(33. 3)

205 (39. 3)

191 (36.7)

Others (N=6)

0

NS

0

Sex
Male (N =521)

113(21.7)

Female (N=50)
Total (N=571)

8(16)

14(28)

28(56)

121(21.2)

219(38.4)

219(38.4)

12(2.3)

NS

0
12(2.1)

NS; Not Significant

Table 7. Curiosity of Sex Relation with Lover by Types of Crime and Sex
( ) ^percent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261)

56(21,5)

110(42.1)

89(34.1)

6(2. 3)

Violence (N =183)

48(26.2)

86(47. 0)

47(25.7)

2(1.1)

Felony (=121)

36(29.8)

51 (42.1)

30(24.8)

4(3.3)

3(50).

0

Others (N=6)

3(50)

0

NS

Sex
Male(N=521)

129(24.8)

232(44. 5)

148(28.4)

11(22)

18(36)

21 (42)

140 (24. 5)

250(43.8)

169 (29. 6)

Female (N = 50)
Total (N=571)

12(2.3)

NS

0
12(2.1)

NS；Not Significant
(5) 연인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었고 비행유형별로 볼때 폭력 범 (깊은 관심 18.6%, 다-

‘ 연인과 여행’ 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를 비행유형

소 관심 41.5%), 강력 범(깊은 관심 19.8%,

다소 관-

별로 볼때 폭력 범 (깊은 관심 17.5%, 다소 관심 47.5

심 38.0%) 이 재산범 (깊은 관심 12.6%, 다소 관심 39.

% ), 강력 범 (깊은 관심 21.5%,

5%)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 x2검증결과 유의한-

다소 관심 39.7%) 일

수록 많고 재산범 (깊은 관심 15.7%,

다소 관심 41.9

%) 일수록 적음을 보여주었으나 X2검증결과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 8 참조).
성별에 따라 볼때 남성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가 55.
9% (깊은 관심 17.7%, 다소 관심 42.2% )로서 여성의
60.0% (깊은 관심 14.0%, 다소 관심 46.0%) 와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8 참조).

차이는 없었다(Table 9 참조).
성 별로 볼때 남성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가 56.6%
(깊은 관심 16.7%, 다소 관심 39. 9%)로 여성의 44.0% (깊은 관심 8.0% , 다소 관심 36.0%)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 한 차이 는 없었다 (Table 9 참조) .
(7)

도색사진에 대한 관심도

‘도색 사진’ 에 대해 관심 이 있는 경우를 비행유형 별

(6) 혼외외도에 대한 관심도

로 볼때 폭력 범 (깊은 관심 25.7%, 다소 관심 37.1%)

‘혼외외도’ 에 대해 관심 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과 강력 범 (깊은 관심 28. 9%, 다소 관심 38.8%) 일수

의 55.5%로서 10개 문항중 가장 적은 관심을 보여주

록 재산범(깊은 관심 16.5%, 다소 관심 36.4%) 보다-

Strong Interest

Variables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41 (15.7)

107(41.0)

108(41.4)

5(1.9)

Violence (N = 183)

32(17.5)

87(47.5)

62 (33. 9)

2(1.1)

Felony (N = 121)

26(21.5)

48(39.7)

43(35.5)

4(3.3)

1 (16.7)

5(83.3)

220(42.2)

198(38. 0)

Larceny (N=261)

Others (N=6)

0

NS

0

Sex
Male(N=521)
Female (N=50)
Total (N=571)

92(17. 7)
7(14)
99(17. 3)

23 (46)

20(40)

243(42. 6)

218(38.2)

NS

11(2.1)
0
11(1.9)

NS; Not Significant
Table 9. Curiosity of Extramarital A ffair by Types of Crime and Sex
( ) = percent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120(46.0)

5(1.9)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261)

33(12.6)

103(39.5)

Violence (N = 183)

34(18.6)

76(41.5)

71 (38.8)

2(1.1)

Felony (N = 121)

24(19. 8)

46(38.0)

47(38.8)

4(3.3)

1 (16.7)

5 (83.3)

208(39.9)

215(41.3)

18(36)

28(56)

Others (N =6)

0

NS

0

Sex
Male (N =521)
Female (N =50)
Total (N=571)

87(16.7)
4(8)
91 (15.9)

226(39. 6)

243(42. 6)

NS

11(2.1)
0
11(1.9)

NS; Not Significant
Table 10. Curiosity of Pornography by Crime and Sex
( ) = percent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 =261)

43(16. 5)

95(36.4)

118(45.2)

5(1.9)

x2= 21.53

Violence (N = 183)

47(25.7)

68(37.1)

66(36.1)

2(1.1)

d f= 9

Felony (N =121)

35(28. 9)

47(38.8)

35(28. 9)

4(3.3)

P < . 025

Others (N=6)

1 (16.7)

0

5(83.3)

0

Sex
Male (N=521)
Female (N = 50)
Total (N = 571)

194 (37.2)

194 (37.2)

4(8)

16(32)

30(60)

126(22.1)

210(36.8)

224 (39.2)

122(23.4)

11(2.1)
0
11(1.9)

x2=12.34
df ==3, p < . 01

Strong Interest

Variables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 =261)

54(20.7)

100(38.3)

102(39.1)

5(1.9)

Violence (N=183)

57(31.1)

75(41.0)

49(26.8)

2(1.1)

Felony (N=121)

38(31.4)

42(34.7)

37(30. 6)

4(3.3)

2(33.3)

2(33. 3)

2(33. 3)

201 (38.66)

164 (31. 5)

Others (N=6)

NS

0

Sex
Male (N = 521)

145(27.8)

Female (N = 50)

6(12)

Total (N=571)

151 (26.4)

18(36)
219(38.4)

x2=11.23

11(2.1)
0

26(52)
190(33.3)

df =:3, p<.025

11(1.9)

NS; Not ^Significant
Table 12. Curiosity of Group Sex by Types of Crime and Sex
( ): = percent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Types of Crime
Larceny (N=261)

49(18.8)

99(37.9)

107(41.0)

6(2.3)

x2=18.41

Violence (N=183)

47(25.7)

74(40.4)

60(32.8)

2(1.1)

d f= 9

Felony (N=121)

41 (38. 9)

35(28.9)

40(33.1)

5(4.1)

P < . 05

1(16.7)

2(33.3)

3(50)

133 (25. 5)

190(36. 5)

185(35. 5)

Others (N=6)

0

Sex
Male ( N = 521)
Female (N = 50)
Total (=571)

5(10)

20(40)

25(50)

138(24.2)

210(36.8)

210(36.8)

깊은 관심 을 보여 주었 다 (x2=21. 53,

df=9, p<. 025)

(Table 10 참조) .
성 별로 볼때 남성 (깊은 관심 23.4%, 다소 관심 37.
2%) o] 여성 (깊은 관심 8.0%, 다소 관심 32.0%) 에 비

해 관심 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주었 다 (x2= 12.34,

df=3, p < . 01) (Table 10 참조) .
(8)

윤락 행위에 대한 관심도

13(2. 5)
0

x2=8. 56
d f：
=3, p〈.05

13(2.2)

성 별로 볼때 남성 (깊은 관심 27.8%, 다소 관심 38.
6%) 이 여성 (효은 관심 12%，다소 관심 36%) 보다 높
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x2= l 1.23,

df=3, p < . 025)

(Table 11 참조).
(9)

집단 성관계에 대한 관심

‘집단 성관계’ 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를 비행유형
별로 볼때 폭력 범 (깊은 관심 25.7%,

다소 관심 40.4

‘윤락 행위’ 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를 비행유행별

%) 과 강력 범 (깊은 관심 38.9%, 다소 관심 28. 9%) 에

로 볼때 폭력 범 (깊은 관심 31.1%, 다소 관심 41.0%),

서 재산범 (깊은 관심 18.8%, 다소 관심 37.9%) 보다

강력 범 (깊은 관심 31.4%, 다소 관심 34.1%) 일수록 재

높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폭력 범에서는 ‘ 다소 관심’ 이

산범 (깊은 관심 20.7%, 다소 관심 38. 3%) 에 비해 높

40.4%로서 강력 범의 28. 9%보다 높은 관심 을 보인 반

은 경향을 보여주었고 특히 폭력 범에서 ‘깊은 관심’ 이

면 , 강력범에서는 ‘ 깊은 관심’ 이 38.9%로서 폭력범의

있는 경우가 31.1%로서 10개 문항중 가장 깊은 관심

25.7%보다 깊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x2= 18.41,

도를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1 참

=3, p < . 05) (Table 12 참조).

조) .

df

성 별로 볼때 남성 (깊은 관심 25.5%, 다소 관심 36.

Variables

Strong Interest

Moderate Interest

No Interest

No Response

P-value

111(42. 5)

5(1.9)

x 2=20.

57(31.1)

2(1.1)

d f =9

43 (35. 5)

38(31.4)

6(4.9)

P < . 025

1 (16.7)

5(83.3)

Types of Crime
Larceny (N=261)
Violence (N=183)
Felony (N=121)
Others (N=6)

94(36)

51 (19. 5)
51 (27.9)

73(39.9)

34(28.1)
0

46

0

Sex
Male (N = 521)
Female (N = 50)
Total (N=571)

126(24.2)

193(37.0)

189(36.3)

10(20)

18(36)

22(44)

136(23.8)

211(36. 9)

211(36.9)

13(2. 5)
NS

0
13(2. 3)

NS; Not Significant
5%) 이 여성 (깊은 관심 10.0%,

다소 관심 40.0%) 보

다 높은 관심 도를 보여 주었 다 (x2=8. 56,

df= 3,

P<

10개 문항별 비행 성향 예측도를 관찰해 볼때 ‘도색:

• 05) (Table 12 참조) .

사진’ 이 2%로 가장 높고 ‘집 단 성관계 ’ (1.5%), ‘성

(10)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성범죄’ 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를 비행유형별로
볼때 폭력 범 (깊은 관심 27.9%,

3. 비행 예측도

다소 관심 39. 9%) 과

범죄’ (1.4%), ‘윤락 행위’ (1.1%),
계 ’ (0.8%),

‘혼외 외도’ (0.8次) ,

‘연인과의 애정관
‘성생활 고백 수기 ’

강력 범 (깊은 관심 28.1%, 다소 관심 39. 9%) 일수록 재

(0.896), ‘째즈 고고 기사’ (0. 6%),

산범 (깊은 관심 19.5%, 다소 관심 36.0%) 보다 높유

5%), ‘연애 인 사생 활 기사’ (0.5%) 의 순이 었다 (Table

‘ 연인과 여행’ (0.

관심을 보여 주었다 (x2=20.46, df= 9, p < . 025) (Table

14 참조).

13 참조).
성 별로 볼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남성 (깊은 관심 24.

F. 고

안

2%t 다소 관심 37.0%) 이 여성 (갚은 관심 20. 0%, 다

소 이심 36.0% )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able 13 참조).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욕구 및 충동은 강하나 사화
의 규범은 이를 허용치 않아 사회규범과 성적 욕망 사ᅳ
이에 갈등이 일어남으로 성충동적 양가감정적 상태에
놓 이 는 시 기 라 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청소년기 문제행

Table 14. Crime Predictability by Sexual Curi
osity Scale

동중 일부는 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성충둥
의 지 나친 억 압이 나 성 인 모방적 이성 관계 등은 문제 행

Sexual Curiosity Scale

Eta

Predictability

Sex Scandal

.068

0. 5%

Sex Confession

.089

0.8%

Unsound Dance

.080

o. e%

Sex Relation with Lover

.090

o.

Travel with Lover

.074

0. 5%

Extramarital A ffair

.089

0.8%

Pornography

2%

Prostitution

.132
,105

IA %

Group Sex

.123

1.5%

Sexual Offense

.118

1.4%

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민병근등, 1978).
지금까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물론 청소년들
의 성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Resnik & Wolfgangs
1972；Sorensen, 1973；Zubin & Money, 1973；민병1
근등, 1978; 이수일, 1978) 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적 충동과 비행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성범죄 가 양적으로증가하고있:
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규명
은 물론 그 예방대책 수립 이 절실히 요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관심도와 비’
행간의 관계성을 밝히고 그 예방대책 수립에.필요한 기

Items

Students*

Delinquents
Honor

General

Problem

Sex Scandal

65. 7%

59.1%

54.1%

56.4%

Sex Confession

71.196

67.8%

59. 6%

67. 5%

Unsound Dance

59.696

24.696

31.9%

44.8%

Sex relation with Lover

68.3%

64.1%

58.396

61.5%

Travel with Lover

59.996

34.9%

52.8%

38. 9%

Extramarital A ffair

55. 5%

36. 6%

39.3%

48. 0%

Pornography

58.9%

50.0%

52. 3%

51.2%

Prostitution

64.896

49.6%

49.8%

52.4%

61%

53. ^o%

52.1%

60.3%

60.1%

59. 9%

58%

62. 7%

Group Sex
Sexual Offense

* Quoted from Min, B. K., Choi, S. C. and Lee,K.H. (1978) ；Adolescents in Korea Today, B32-B34.
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과 같다.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유형별 분포는 재산범이 261명
(45.7%),

폭력 범이 183명 (32.0%),

강력 범이 121명

(21.2%), 기타 과실범 이 6명 (1.1%) 이었다.
‘ 연인과의 애

정관계’ (68.3%), ‘ 연예인 사생활기사’ (65.7%),

7%) 및 ‘도색사진 ’ (25.7%) 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강

력범에서는 ‘집단 성관계’ (38. 9%), / 도색사진 ’ (28.9

비행 청소년들의 성 관심도를 반응 백분율의 크기 순
으로 보면 ‘성생활 고백수기’ (71.1%),

폭력범에서는 ‘성범죄’ (27.9%), ‘집단 성관계’ (25.

%) 및 ‘성범죄’ (28.1%)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반

면 재산범에서는성 관심도의 깊이면에서 폭력범이나

‘윤

강력 범보다는적 었다. 이와같은결 과는민 병근등 (1978i

락 행위’ (64.896), ‘집단 성 관계 ’ (61%), ‘성 범죄 ’ (60.

의 연구에서 ‘성범죄’ , ‘집단 성관계’ ‘윤락행위’ 같은

7% ), ‘ 연인과 셔 행 ’ (59.9%),

중 (重) 정도의 성적 장면에 대한

‘째즈 고고기사’ (59.6

‘깊은 관심’ 의 빈도

% )、 ‘도색사진’ (58.9%), ‘혼외외도’ (55.5%) 의 순서

가 모범학생이나 일반학생보다 문제학생에서 높다는

이 다.

보고와 비교해 볼때 문제학생 청소년과 폭력 및 강력

이는 민병근등(1978)의 학생 청소년 연구에서 일반

범은 성범죄에 관해 공통적인 관심이 있다는 면을 보

학생이나 모범학생에 비해 문제학생들이 성감정 유발

여준 결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폭력범이나 강력

주간지기사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결

범과 같이 대인지향 적 비행 청소년이 재산범과 같은

과와 일치한다 (Table 15 참조 ).

대물지향적 비행 청소년보다 성범죄에 관한 관심도가

민병근등 (1978) 의 학생 조사와 비행 청소년에 관 한 본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대인지향적 범죄행위를 하

조사를 비교해보면 ‘성범죄’ 에 대한 관심도(비행 60.

는 청소년일수록 성 주체성 정립에 더 커다란 문제점

7%, 학생 62.7%)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비행 청소

을 안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년이 민병근둥(1978)의 문제학생

청소년보다 대체로

폭력범과 강력범의 성 관심도를 비교해보면 전반적
으로 성 에 대한 관심 도는 비숫하지 만 , 폭력 범 일수록 성

Table 15에 제시된 바와같이 일반 및 모범 학생보

관계기 사에 대 해 깊은 관심을 보여 준 경우가 많고 반

높은 성관심을 보여주었다.
다 문제 학생일수록 성 관심 도가 높고， 비행 청소년일

면에 강력 범일수록 아주 깊은 성 관심을 보여주는 경

수록 문제학생보다 성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청소년비

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강력 범(대 인지향적 비사회성

행과 성 관심 도가 밀접 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
과라고 하겠다.

비행)이 폭력범(대인지향적 사회성 비행)보다 성범죄

비행유형별로 분석해 볼 때 폭력범이나 강력범일수

Fisher (1956) 가 사회 화된 공격 집 단과 비사회 화된 공격

록 재산범에 비해 10개 문항 전반에 걸쳐 성적 관심도

집단간의 성 관심도 및 성범죄 행위가 차이 있다는 견

가 높았다.
성 관심도의 깊이를 비행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다음

에 관한 관심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결과는

해와 일치한다. Fisher (1956) 는 사회화된 공격집단보
다 비사희화된 공격집단에서 성 관심도가 높고 폭력이

나 공격성이 성적 문제와 결부될 때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에서 폭력범과 강력범의 성적 감정유발 주간지기
사에 대한 관심 도를 총괄적 으로 비교했 고, 여기서는 강
력범과 폭력범의 성적 관심에 관한 문항별 차이를 상
세히 비교기술하겠다.
‘째즈 고고기사’ 에 대한 성적 관심도는 폭력범이 깊

은 ‘도색사진’ (40.0%) 으토서 민병근둥 (1978) 의 학생
청소년조사에서 도색사진에 대한 성 관심도가 40.8%
라는 결과와 유사한 비율이 다.
본 조사에 서 여성 비행 청소년들이

‘도색 사진’ 에 대

한 성 관심도가 적 다고 나타난 것은 여성 일수록 신체
접 촉이 나 분위 기 등에 의하여 성적 감정 이 유발되고 남

은 관심 반응을 보여주었고 ‘집단 성관계’ 및 ‘도색사

성일수록 시청각 매체를 통한 상상에 의해 자극된다고
한 Kinsey (1953) 의 보고와 관련된 결과라고 하겠다.

진’ 에 관한 성 관심도는 강력범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

그러나 Schmidt & Sigusch(1970) 는 이러한 결과가

었다.

남여 간의 차이 라기 보다는 문화적 도덕 적 차이 에 기 인

폭력범에서 ‘째즈 고고기사’ 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하며, 여성일수록 시청각 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에 대

것은 폭력행위가 빈발하는 장소라고 간주할 수 있는 술

한 양가감정 및 갈둥이 많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집 및 고고클럽둥 유홍업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차이 가 없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것올 말해주고 있다.

한편 Haskell & Yablonsky (1974) 는 인격 발달의

반면 에 강력 범에서 '집단 성관계 ’ , ‘도색 사진’ 에 대

토대가 되는 이성관계는 ‘ 연인과의 애정관계’

및 ‘연

한 성 관심도가 높은 것은 강력범중에 성범죄 (강간등)

인과 여행’ 등 상호간에 따뜻하고 친밀하게 공감을 갖

비행 청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관심저하는 비

료된다. 이런 점은 도색사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

행 청소년에서 자주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본 조사결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Katz(1960) 의 견해나, 성범죄자

과를 볼때 비행 청소년이 ‘ 연인과의 애정관계’ 및 ‘ 연

들은 음란서 적 이나 도색 영화룰 자주 본다는 Cohen &

인과 여행’ 에 대한 성 관심도가 민병근둥(1978) 의 일

Boucher (1972) 의 견해 , 그리 고 사회병 질적 청소년들

반 학생청소년보다 오히 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이 집 단 성관계 나 강간같은 극단적 인 성 범죄를 일으킨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일반 학생보다는 비행 청소

다는 Haskell & Yablonsky (1974) 의 견해와 일치한

년들의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강력범일수록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

결과라고 하겠고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는 것올 시사하고 있 다. 그러 나 Kutschinsky (1970)

결과라고 생각된다.

와 Gebhard et al(1965) 둥은 Katz (1960), Cohen &

마지막으로 10개 문항의 성적 관심도와 비행간의 상

Boucher(1972) 의 견해와는 달리 도색사진에 대한 관

관성올 볼때 ‘도색사진’ 에 대한 성 관심도가 비행 예

심도가 성범죄의 주요원인이 될수 없다고 강조한 바

측도 2.0%로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있다.
성별별로분석해

같은 결과는 ‘도색 사진’ 을 성교육도구로 이용하는 것
볼때 여성에서는 ‘ 연인과 여행’ ,

을 지지하는 Money (1971) 의 견해 와는 다른 결과이 다.

‘ 연예 인의 사생 활’ 에 관한 성 관심도가 높았고 남성 에

이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도색사진’ 에 대한 허용

서는 ‘도색사진’ , •윤락행위’ , ‘집 단 성관계’ 에 관한

보다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결과라고 사

성적 관심도가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민병근등 (19

료된다. 이는 또한 성교육에 있어 시청각 매체인 도색

78) 의 학생청소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는

사진을 청소년들이 은밀히 보게하는 것보다는 부모나

Hurlock(1973) 이 지적했듯이 여성은 감상적인 이성관

교사와 같은 인적 정보원이 개 인 대 개인의 정보교환

계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인 성행위와 관련된 관심보다

형태로 해주는 것이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청각 매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체인 도색사진을 부모나 교사의 설명을 돕는 보조자료

외국연구 (Lucky & Nass, 1969； Bell & Chaskes,

로서 사용하는데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올

1970；Christensen, 1970) 들을 보면 여성들이 성해방

시사하고 있다.

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인하여 개방적이고
직 접적 인 성적 자극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V. 결

론

고 있다. 이는 한국적 사회문화 풍토속에서 아직까지
는 여성들이 성적 자극에 대한 제한적이고봉건적인 전
통적 관습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비행 청 소년에서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인 문항

비행 청소년의 성관심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성을 증
명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소년원 중에서 무작위 로 선
정한 4개 소년원생 (12〜21세) 757명(남성 687의 , 여성

70명)을 대상으로한 질문지법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7. Christensen, H.T. & Gregg, C.F. (1970) ：Cha

하여 SPSS프로그램을 KIST 의 컴퓨터에 걸어 자료처

nging sex norms in America and Scandinavia, J.

리하였다. 사용된 통계방법은 x2검증법이다.

Marr. Fam. 32 ：616-627.

8. Cohen, W.L. and Boucher, R. J. (1972) ：Misun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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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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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 2,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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