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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음란 물 접 촉 청소 년 의 심리 사 회적
특 성에 따 른 성 비행 과 정 신건 강 연 구
남 영 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 등의 성비행 실태를 파악하
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성비행과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1,5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비행 실태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2.2%가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
이 있고, 3.0%는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중 자기통제력
이 낮을수록 성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성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력 가해 경험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수준이 비경
험 청소년에 비해 9개 차원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비행과 정신건강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인터넷 음란물, 성비행, 심리사회적 특성, 정신건강

인터넷은 정보의 확산과 의사소통 수단의 확대
라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예
기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
우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
지 유혹에 노출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폭력적
이고 노골적인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성적
충동과 함께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하며, 기존의 음
란물보다 더욱 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
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음란 채팅, 이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성폭력이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점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비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과 관련한 최근 연구(임종인, 2004)
에서 중학생의 절반 이상이 주 1회 이상 인터넷 음
란물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형사정
책연구원(2003)이 중·고등학생 1,113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60.2%의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고, 음란사이트 중 20%는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
물 접촉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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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성행위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성을 덜 금기
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이 다
양한 청소년의 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line(1990)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 느꼈던 강한 자극이 사라지고 점차 음란물
내용에 대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에는 음란물에서 본 장면들을 실제 행동
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성비행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특히 폭력적이고 왜곡된 음란물은 반사
회적인 성비행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정체
성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대한 분
별력이 없어 충동적으로 모방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성은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한 중
학생이 음란물 사이트 장면을 연상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중앙일보, 2004)을 통해 드러나고 있
다. 인터넷 음란물은 강간, 성폭력, 아동과의 성행위
등의 왜곡된 표현내용이 많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성비행을
유발시킨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4%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한국일보, 2002),
보호관찰 중인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정민, 2004)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경로로 인터
넷 채팅이 80%를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
넷의 확산과 가치관의 혼란, 사치향락 풍조, 성적
호기심 등의 이유로 쉽게 성매매에 빠지는 것을 보
여준다.
남영옥과 이상준(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과반수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고,
4.7%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였고, 약
9%는 인터넷에서 만난 상대와 실제 성행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
보호자협의회(2002)의 조사에서는 청소년 1,629명

중 15%가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성추행을 하였으
며, 청소년의 30%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 성
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고, 16%는 돈을 받고
성매매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2002).
이와 같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청
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볼수록 음란물 내
용을 모방한 성비행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황정희, 2000; 주석진, 2002), 성비행 중에서
도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력 가해가 사회문제의 초
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와 성폭력 가해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음란물을 본 청소년들이 모두 성비행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은 발달과정상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
장하며, 이들이 선택하는 행동 또한 이러한 특성에
관련되어진다. 인터넷 음란물은 내재적인 충동을
자극하여 자기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
람직한 가치체계를 해체시켜 성비행을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인지능
력이나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적응 상황을 벗어나고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비행에 가담하기가 쉬워진다(박성수, 1991). 또한
자기효능감이 약한 청소년들은 학교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가 쉽고(박아청, 신연희, 2003), 폭
력적인 인터넷 게임을 한 청소년들 중에서 공격의
도와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
이 낮다고 보고된다(김지환, 2001).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청
소년 비행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사정
및 개입도구로서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위
험에 처한 청소년을 지지하고(Bowen & Chapman,
1996), 특히 성행동과 비행행동에 보호적 역할을 한
다(Marshal & Chassin, 2000; Moore & ChaseLansdale, 2001).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행동과 비행을 감
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
들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행동뿐 아니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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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에도 보호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적 지지가 성비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성비행 문제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Bagley
(1992)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에 비
해 우울, 불안, 낮은 자아개념, 자살 생각 및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신기숙, 2002 재인용).
신기숙(2002)의 연구에서는 성비행 청소년의 8%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보였고, 이들은 잦은 우울감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
을 볼 때, 청소년의 성비행과 정신건강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비행이
정신건강의 어떤 차원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천적인 개입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
촉에 따른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 등의 성비
행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
이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심리사회적 특성과 성비행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개인을 특징
짓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변수로 보고, 개인적 특
성과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여 인터넷 음란물 접촉
으로 인한 성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문제와 성비행에 관한 국
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외로
움, 충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대인
관계성향, 감각추구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이 인터
넷 문제 및 성비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 특
성들 중 위험요인보다는 성비행에 보호요인,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긍정적인 변인
들에 초점을 두고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을 중
심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성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중에서 비행을 가
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자기통제력이며(김두섭, 민
수홍, 1996; Gottfredson & Hirschi, 1990), 자기통제
력은 이후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남성, 1995). 자기통제란 자
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충동
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능력의 미숙
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Mischel et al., 1998; 남현미, 1999 재인용). 자기통
제력이 약한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비행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인지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
상받기 위해 비행에 가담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려
는 경향을 보인다(박성수, 1991; 전병재, 1991). 청
소년 성비행 가해자들이 감정조절과 분노통제 능력
이 부족하며, 충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김명화, 1998; 신기숙, 2002)을 통해 볼 때, 자기통
제력이 성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성비행의 많은 부분이 순간
적 충동에서 비롯되며, 충동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적절히 발달시키지 못한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
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판단으로 상황적,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
미한다(Bandura, 1997).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
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행
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송
원영, 1998). Bandura 등(2003)이 464명의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
감은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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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높은 효능성을 보였으며, 청소년들의 비
행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다. 2,146명의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한 Ludwig과 Pittman(1999)의 연
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성비행과 비행, 약물사용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
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보다 적은 문제행동을 보였
다. 또한 성비행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자
아개념이 낮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연구
(Rapaport & Posey, 1991; 신기숙, 2002)들은 자기
효능감이 성비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기 동안의 대인관계 경험과 능력은 생활
전반의 적응과 발달 및 미래의 대인관계와 적응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있어 대인관
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비행청소년일수록 대인
관계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안보다는 언어적, 신체
적 공격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기술이 증진될수록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Hollin & Trower, 1986). 친구들간의 대인관계
가 건전하고 비행성향의 친구들이 적을수록 비행행
동이 적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전병재, 1991; 정
유미, 김득성, 1998). 성비행 청소년은 자기주장기술
과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정
아, 1999; 신기숙, 2002)을 볼 때, 대인관계기술이 미
숙한 청소년들이 성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Hirschi(1990)는 개인이 가정과 사회에 대해 높
은 유대감을 가질수록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범죄나 비행
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
는 애정, 수용 및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심리적 안녕과 적응성이 높고, 반대로 사회
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취약하다(Garnefski & Diekstra, 1996; Helsen &
Meeus, 2000). 사회적 지지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개념(Colarossi, 2001)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
족, 친구, 교사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성비행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
다.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Colarossi, 2001),
부적응행동이나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이은주, 1998).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
을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의 지지를 덜 받는 청소년
의 경우, 성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졌다(한인영
등, 2001; 신기숙, 2002)는 보고는 성비행을 경험하
는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들은 친구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
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결과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부모 등 기성세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행동이라
해도 그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남현미, 1999).
Natvig 등(2001)은 친구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은 또래에 대한 괴롭힘 행동을 덜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성비행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주석진, 2002)와 성비행 청소년
의 82%가 불량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유
석진, 노명래, 1982)들은 청소년들의 행동선택에 친
구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사와의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성적과 학교적응,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StantonSalazar, 1990), 친구에 대한 괴롭힘 행동과 비행 및
범죄행동의 감소를 보였다(McLoyd, 1990; Natvig,
et al., 2001). 또한 성비행 청소년들 중 교사와의 갈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신기숙, 2002).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청소년
들의 성비행에 중요한 지지적 자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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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성폭력이나 성비행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성
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신경증적 또는
정신병적 성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
며(이명선, 1989), 성비행의 원인을 미성숙한 인성,
성격장애, 빈약한 충동 억제, 낮은 자기통제력, 우울
등에서 찾았다(Thorne- Finch, 1992). 이들은 충동
적이고 무책임하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Burt,
1980), 거절에 대한 감정과 분노를 성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Stevens, 2001).
청소년 성비행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Becker와 Kaplan(1993)이 246명의 남자 성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2%의 청소
년이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gley(1992)의 연구에서는 성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과잉행동, 우울, 불안, 낮은 자아개
념, 자살생각과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
년의 성비행이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211명의 성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상태
를 살펴본 연구(유석진, 노명래, 1982)에서도 26.5%가
신경증, 경계선 성격, 정신병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고, 성비행 청소년의 MMPI를 분석한 연구(노
명래, 남광현, 1981)에서는 30.5%가 정신과적 문제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신기숙(2000)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 중 정신건강에 문제를 보이
는 경우가 8%로 나타났고, 잦은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45%, 긴장과 불안감 경험이 45%, 자살사고
의 경험이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
과를 볼 때,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힐 필
요성이 제기된다.

방

법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비비례층화표집을 사용하여 전체 126개 중·고등학
교 중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9개 학교를 선정하였으
며, 9개 학교에서 학년별로 각각 6개 학급씩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중학생 630명, 인문계 고등
학생 720명, 실업계 고등학생 500명으로 총 1,850명
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와 인터넷 음
란물을 한 번도 접촉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
외한 최종 1,578명의 조사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측정도구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
(Self- Control Rating Scale)를 남현미(1999)가 재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 충동에 의
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본다. 본 연구
의 Cronbach s α계수는 .7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Paulhus와 Delroy(1983)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pheres of Control Battery Items)를 송원영
(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인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통제력을 개인, 대인관계,
사회정치적인 범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검사로, 각
하위척도마다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송원
영이 사용한 개인적 효능감 9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6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s α계수는 .65로 나타났다.

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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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hip Change Scale)를 박현선(1998)이 수정, 보
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기술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s α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이명화(1998)가 재구성
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관련된 문항이 각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
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s α계수는 가족지지가 .92, 친
구지지 .90, 교사지지 .77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Derogatis 교수 등에 의해 개발된 개정판 간이정신
진단검사(Sympton Distress Checklist-90-Revision:
SCL- 90-R)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김광일 등(1990)
이 재표준화한 자기보고식 다차원적 증상목록검사
를 사용하였다. SCL- 90- R은 심리치료나 향정신병
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도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 9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정신과적 증상차원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한다. 피험자는 당일을 포
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응답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9개
하위척도의 Cronbach s α계수는 적대감 .83에서 우
울 .91까지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척도의 Cronbach s
α계수는 .98로 나타났다.

성비행을 말한다. 성비행 경험의 유형은 첫째, 인터
넷 음란사이트나 음란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청소
년 성매매 경험(이하 청소년 성매매 ), 둘째, 인터넷
음란물 접촉 및 음란 채팅을 한 이후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경험(이하 성폭
력 가해 )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4
월부터 5월까지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된 중·고등
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집단면접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의 실태
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청소년의 개
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또
한 청소년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학생 806명(51.1%)과 여
학생 772명(48.9%)으로 총 1,578명이었다. 학교급별
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462명(29.3%)이었고, 고등학
생이 1,115명(70.7%)이었다. 고등학생 중 인문계 학
생이 641명(40.6%)이었고, 실업계 학생이 474명
(30.1%)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비행 경험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비행
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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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적 특성

사례수(%)

전체

성별

남학생
여학생

806(51.1)
772(48.9)

1,578

학교급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462(29.3)
641(40.6)
474(30.1)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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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비행 실태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음란
물을 접촉한 청소년들의 상당한 비율이 성적 충동
을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실제로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
급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비행
을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력 가
해 경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
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 집단 분포를 나타
낸 것이 표 2이다.
먼저, 청소년 성매매 경험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2%(35명)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
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남학생이
3.2%(26명), 여학생이 1.2%(9명)이었고, 실업계 고
등학생(3.4%)이 중학생(2.6%)과 인문계 고등학생
(0.9%)에 비해 성매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성폭력 가해 경험에서는 조사대상 청
소년의 3.0%(47명)가 인터넷 음란물을 본 후 성폭
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남학생이 5.5%(44명)이고, 여학생이 0.4%(3명)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4.9%)이 중학생(2.6%)
과 인문계 고등학생(1.7%)에 비해 성폭력 가해 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통

심리사회적 특성과 성비행과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청소년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과 표 4이다. 청
소년 성비행 경험에 대한 예측변인의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과 학교급이 투입되었다.
먼저, 청소년 성매매 경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
델(x²=9.56)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성매매 경
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폭력 가해 경험에서 제시된 모델
(x²=52.65, p <.001)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 중에서
자기통제력(p <.001)만이 성폭력 가해 경험에 부(- )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학교급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통제력이 한 단위
단위 : 명(%)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 집단 분포
일반적 특성
전체

청소년 성매매
비경험집단

경험집단

전체

x²

df

sig.

1,541(97.8)

35(2.2)

1,576

-

–

–

성별

남학생
여학생

779(96.8)
762(98.8)

26(3.2)
9(1.2)

805
771

7.72

1

.005

학교급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449(97.4)
634(99.1)
458(96.6)

12(2.6)
6(0.9)
16(3.4)

461
640
474

8.27

2

.016

1,522(97.0)

47(3.0)

1,569

-

–

–

758(94.5)
764(99.6)

44(5.5)
3(0.4)

802
767

35.03

1

.000

448(97.4)
628(98.3)
446(95.1)

12(2.6)
11(1.7)
23(4.9)

460
639
469

9.86

2

.007

성폭력 가해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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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Logistic 모델

B

Wald

Exp(B)

B

Wald

Exp(B)

* **

성별
학교급

- 0.98
0.36

5.12
0.78

0.38
0.70

- 3.09
0.30

17.95
0.56

0.05
1.35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 0.32
- 0.42
- 0.26

0.40
1.29
0.40

0.73
0.66
0.77

- 1.50* **
0.14
0.04

12.37
0.22
0.01

0.22
1.15
1.04

*

분류율

98.1

97.4

- 2 Log

258.81

298.48

p <.05,

52.65* * * (5)

9.56 (5)

x² (df)
*

성폭력 가해 (n=1,569)

청소년 성매매 (n=1,576)

구 분

p <.001 종속변수(0=성폭력 가해 비경험, 1=경험), 가변수(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중학교, 1=고등학교)

** *

표 4.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Logistic 모델
청소년 성매매 (n=1,576)

구 분

B

성별
학교급

*

- 0.83
- 0.13

- 0.41*
- 0.74**
0.99***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분류율
- 2 Log
p <.05, * *p < .01,
등학교)

성폭력 가해 (n=1,569)

Exp(B)

B
***

Wald

Exp(B)

4.29
0.12

0.44
0.88

- 2.65
0.35

19.23
0.91

0.07
1.41

4.87
9.26
12.50

0.66
0.48
2.69

- 0.35*
- 0.34
- 0.03

4.68
2.80
0.02

0.71
0.71
0.97

97.9
290.52

97.1
353.52

28.76* * * (5)

x² (df)
*

Wald

53.17* * * (5)

p < .01 종속변수(0=성폭력 가해 비경험, 1=경험), 가변수(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중학교, 1=고

* **

감소할 때마다 청소년이 성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은
약 4.5배(0.2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
수에서는 성별이 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
소년들이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비행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경험의 경우, 제시하고 있는 모델
(x²=28.76, p <.00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지지(p <.05)와 친구지지(p <.01), 교사지지(p <

.001) 모두 청소년 성매매 경험의 중요한 예측요인
으로 밝혀졌다.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청소년 성
매매 경험에 부(-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교사지지는 청소년 성매매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
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지지가 한 단위 감소할 때
마다 청소년 성매매의 예측 가능성은 약 1.5배(0.66)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가 한 단
위 감소할 때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할 가능성은 약
2.1배(0.4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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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청소년 성매매의 가
능성은 약 2.7배(2.6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성매매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가해 경험에서 제시된 모델(x²=53.17,
p <.00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지지
(p <.05)만이 성폭력 가해 경험의 예측요인으로 밝
혀졌다. 가족지지는 성폭력 가해 경험에 부(- )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한 단위 감소할 때마다 성폭력을 가해할 예측 가능
성은 약 1.4배(0.7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이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청
소년들이 성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 경험에
있어 가족지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청소년의 성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9개 정신과적 증상 차원별로 성비행 경
험청소년과 비경험청소년의 평균점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이다.
전체적으로, 성비행 비경험집단 청소년에 비해
경험집단 청소년들의 정신과적 증상 점수가 9개 차
원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5. 성비행 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점수 차이
청소년 성매매 (n=1,541, 35)

성폭력 가해 (n=1,522, 47)

정신과적 증상

집단
구분

M

SD

F

M

SD

F

신체화

비경험
경험

0.78
1.65

0.71
1.00

50.90* * *

0.78
1.54

0.71
0.83

51.68* **

강박증

비경험
경험

1.15
1.71

0.80
0.89

16.65* * *

1.14
1.74

0.80
0.73

25.81* **

대인
예민성

비경험
경험

1.07
1.74

0.80
0.94

23.30* * *

1.07
1.65

0.81
0.74

24.14* **

우울

비경험
경험

0.95
1.71

0.82
0.97

29.24

0.95
1.53

0.83
0.77

22.62

불안

비경험
경험

0.77
1.60

0.77
0.93

39.61* * *

0.76
1.45

0.78
0.79

35.82* **

적대감

비경험
경험

0.90
1.74

0.82
1.00

35.79* * *

0.89
1.60

0.83
0.78

32.74* **

공포
불안

비경험
경험

0.44
1.57

0.61
1.02

115.08

0.43
1.39

0.61
0.89

편집증

비경험
경험

0.82
1.53

0.81
1.03

25.93* * *

0.81
1.52

0.82
0.79

35.01* **

정신증

비경험
경험

0.70
1.57

0.73
1.04

47.88* * *

0.69
1.58

0.73
0.83

68.03* **

Wilks 람다 (F)

***

* **

.92 (15.85** * )

p < .001 (n=성비행 비경험집단, 경험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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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7.19** * )

* **

* **

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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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F =15.85, p <.001),
경험집단의 공포불안이 1.57점, 비경험집단이 0.44
점으로 나타나 성매매 경험청소년의 공포불안이 비
경험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점수를 보였
으며, 신체화,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등
은 약 2배 정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폭력 가해의 경우(F=17.19, p <.001), 경험집단
의 공포불안이 1.39점, 비경험집단이 0.43점으로 나
타나 성폭력 가해 경험청소년의 공포불안이 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신체화,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점수는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나 음란 채팅
을 한 이후에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등의 성비행
을 시도한 청소년의 정신과적 증상 점수가 성비행
을 시도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성비행 경험 여부와 정신건강 간에 밀접한 관련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비행에
대한 개입에 있어 성비행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임상적 개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가
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며, 이러한 성
비행 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비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2.2%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
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489
명의 중·고등학생 중 1.4%가 청소년 성매매 경험
이 있다는 연구(고성혜, 2000) 보다는 높게 나타났
고, 1,927명의 청소년 중 약 2%가 성매매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해수, 2001)와는 거의 같

은 비율을 보인다. 한편 1,692명의 청소년들 중 인
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 4.7%로 나
타난 연구(남영옥, 이상준, 2002) 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학생(3.2%)이 여학생(1.2%)
에 비해 성매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들(권해수, 2001; 정규석 등, 2003)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여학생들만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남학생들도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3.4%)이 중학생(2.6%)
과 인문계 고등학생(0.9%)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
경험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계 고
교생(7.6%)이 중학생(3.6%)과 인문계 고교생(1.6%)
에 비해 성매매 경험이 높게 나타난 연구(남영옥,
이상준, 2002)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왜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성비행 문제의 예방
과 해결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성비행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
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3.0%가 인터넷 음란물
을 본 이후에 성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중 2.7%가 강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한인영 등, 2001)
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시
점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할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폭력 가해 경험이
5.5%로 나타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연구(황정희, 2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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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3.9%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이 남자 청소년들에게 부정
적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극을 실제적
인 성폭력으로 보다 과감하게 시도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셋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성비행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개인적 특성 중 자기통제력이 낮을수
록 청소년들이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비행 가해 청소
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
족하며, 충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명
화, 1998; 김정아, 1999)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결국,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부적응
적 상황을 벗어나고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충
동적으로 성비행에 가담하기가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가족지지와 친구지
지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 성매매
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
지가 낮을수록 성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낮
은 청소년들이 성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는 연
구(한인영 등, 2001; 신기숙, 2002)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결과는 성비행 청
소년의 64%가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연구(신기숙, 2002)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
사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감소를 보인 연구(McLoyd, 1990), 그리고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과 매우 강하게 상관되어
있다는 연구(Stanton- Salazar, 1990)와는 다른 양상
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행동
을 보이지 않거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사지
지와 청소년 성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
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성비행 청소
년들을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의
지와 함께 이들의 적응과 교정을 도와주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성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알아본 결
과,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력 가해 경험청소년의 정
신과적 증상 수준이 비경험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비행 청소년의 26.5%가
정신과적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유석진, 노명래,
1982)와, 성폭력 청소년의 8%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신기숙, 2000)와 같은 맥
락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비행과 정
신건강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
력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
수록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들
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
년들이 성적 충동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회기술을 배우게 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
다.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은 개별
적인 방법보다는 집단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것
으로 본다. 집단적 개입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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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구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
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있어 주요한
지지원이 된다. 따라서 성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입
은 가족, 친구 등의 다차원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족개입에 있어서는 가족의 지지기
반 확대와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도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성비행 청소년의 취약한
가족지지기반을 강화시킬 수 없다면, 가족과 비슷
한 수준의 소속감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집단관
계나 사회관계 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성비행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
과 작은 경험이나 과업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감으
로써 동료애와 정서적 지지를 교환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안
적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비행 청소년들이 일
반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과적 증상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동안 성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
은 주로 처벌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임상적 개입은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성비행 청소
년에 대한 개입은 비행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도 병
행되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임상적 개입은 인지
행동이론을 토대로 한 개별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지행동
접근은 성비행 청소년들의 왜곡된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행동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 청소년만을 대상
으로 하고,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지 않은 청소년
들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인 차이점을 파악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
력 가해 경험과 같은 심각한 성비행에만 초점을 둠
으로써 다양한 성비행의 유형에 따른 관련성을 파
악하지 못하였다.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인터넷 음
란물의 범람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비행에 대한

유혹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음란물 접촉정도에 따른 성비행의 정도
와 다양한 유형의 성비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성비행을 야기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
성과 성비행 청소년이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고성혜(2000).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 2000년 연구
보고서,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권해수(2001). 한국청소년상담원 소식지, 7월호. 한
국청소년상담원.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90).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사.
김남성(1995).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
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명화(1998). 청소년 강간 가해자의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여자대학교.
김정아(199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
램.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김지환(2001). 폭력적 PC게임경험, 공격적 특성 및
자기효능감이 공격의도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2, 61- 78.
남영옥, 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
학연구, 9(3), 185- 212.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노명래, 남광현(1981). 강력범죄 소년의 MMPI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 논문집, 4(1), 21- 33.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아청, 신연희(2003).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자기효

- 1150 -

인터넷 음란물 접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과 정신건강 연구

능감이 학업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
연구, 17(2), 147- 166.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신기숙(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유석진, 노명래(1982). 비행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 논문집, 5(3), 341-349.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
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
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
115- 137.
이정민(2004).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성매매 방지
대책과 향후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부산광역시.
임종인(2004). 중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과 성의
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36(3), 31- 45.
전병재(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정규석, 조정자, 유순화(2003).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청소년학연구, 10(3), 239
- 259.
조선일보. 2002. 7. 8.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성매매
제의 받아.

주석진(2002). 사이버 섹스 중독이 청소년의 성비행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
실대학교.
중앙일보. 2004. 5. 27. 중학생이 유치원생 성폭행.
http:// www.ilgan.joins.com/ new
한국일보. 2002. 1. 18. 청소년 성매매 94% 인터넷
연결.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
소년 일탈현황과 대책.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
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
(1), 138- 148.
황정희(2000).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비
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Bandura. A. (1997). S elf eff icacy : Th 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174- 177.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Gerbi- no, M., & Pastorelli, C., (2003). Role of
affective self- 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 evelopm ent, 74 (3), 769- 782.
Becker, J. V., & Kaplan, M. S.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ment of the Juvenile sex
offender, In H. E. Barbaree & W. L. Marshall(Eds.), The J uvenile S ex Off ender, New
York: Guilford Publicatiojn.
Bowen, G. L. & Chapman, M. V.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ual adaptation among at- risk youth in
urban areas, J ournal of fam ily Iss ues, 19,
641- 667.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 ournal p ersonality and Social Psy chology, 38(2), 217- 230.
Cline, V. B. (1990). P ornog raphy s Eff ects on

- 1151 -

남영옥

A dult and Children, N.Y: Morality in Media.
Cohen, S., & Hoberman, H. M. (199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 of life
changed stress. J ournal of App lied S oceal
Psy chology, 13, 99- 125.
Colarossi, L. G. (2001). Adolescent gent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 Structure, function,
and provider type, S ocial work R esearch, 25,
233- 242.
Garnefski, N. & Diekstra, R. (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 ournal of the
A m erican A cademy of Child & A dolescent
Psy chiatry, 35(12), 1657- 1664. Helsen, M.,
Voo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 ournal of
Youth and A dolescence, 29(3), 319- 335.
Gottfredson, M. & Hirschi, T . 91990). A General
Theory of Crim 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Hollin C. R. & Trower, P. (1986). H andbook of
social Sk ills Training - app lication across the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s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 evelom ent, 61,
311- 346.
Moore, M. R. & Chase- Lansdale, P. L. (2001).
Sexual intercourse and pregnancy among
african american girls in high- poverty neighborhoods: The role of family and perceived
community environment, J ournal of M arrig e
& Fam ily, 63, 1146- 1158.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School- 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ong behavior, J ournal of
Youth and A dolescence, 30(5), 561- 575.
Rapaport, K. R. & Posey, C. D. (1991).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In A. Parrot & L.
Bechhofer(Eds.), A cquaintance Rap e: The
hidden crim e. USA: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Stanton- Salazae, R. (1990). The role of social and
informational networks i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ectations
among Mexican- Origin high school youth.

lif e span, 1. New York: Pergaman Press.
Ludwig, K. B., & Pittman, J. F. (1999).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90). University A rchives 3781.

Prosocial Values and Self- Efficacy in Relation
to Delinquency, Risky Sexual Behavior, and

Stevens, J. D. (2001). Ins ide the m ind of sex ual
off enders: Predatory Rap ists, P edop hiles, and

Drug Use, Youth & S ociety, 30(4), 461- 482.
Marshal, M. P. & Chassin, L. (2000). Peer

Crim inal Prof iles, New York: Authors Choice
Press.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nd

Thorne- Finch, R. (1992). Ending the s ilence: the
orig ins and treatm ent of male vilience against

Discipline, App lied D evelop m ental S cience, 4,
80-89.

wome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원고 접수일 : 2004. 08. 30
수정원고 접수일 : 2004. 11. 05
게재 결정일 : 2004. 11. 10

- 1152 -

상 담 학 연 구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4, Vol. 5, No. 4, 1139-1153

A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social Trait on Sexual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
on Internet Pornography
Young-Ok Na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what extent teenagers prostituted themselves and
committed sexual violence through the Internet, to find out how their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were affected by their own personal traits and social support given to them,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youth prostitution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s to mental health.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578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sexual delinquency triggered by being exposed to online indecent
materials, 2.2 percent of the teenagers investigated had ever prostituted themselves, and 3.0
percent had ever committed sexual violence. Second, among their personal traits, those who had
a weaker self control were more likely to commit sexual violence. And concerning social support,
those who were given less support from families and friends and more aided by teachers were
more likely to prostitute themselves. And the teenagers who were less supported by their families
were more apt to commit sexual violence. Third, as for youth prostitution, the adolescents who
had ever experienced it suffered from more psychiatric symptoms than the non- experienced group
in all the nine areas. Also, those who had ever committed sexual violence showed more
psychiatric symptoms than the non-experienced group. In other words, there appear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exual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Keywords: internet p ornography, sexual delinquency, psychosocial trait,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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