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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한국의 일부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구조 내에서 청소

년들의 성과 관련된 주제는 서양 문화와는 달리 아주 부

정적이고 음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결과 성

이라는 표현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제한된

성문화적 표현 아래 유년기를 보낸 청소년들이 현재의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성 정보의 홍수에 부딪히게

될 때 성 발달위기를 경험하게 된다장휘숙 이( , 1996;

정권 최인섭 김성언 문영림 외, 1998; , ,1998; , 1999).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소년의 성문제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법정에서 시시비비하는 현상까지 더하게 되자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

작했으며 그로 인하여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

으나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는

아직 간과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손병환 천태윤( , 1998; ,

이은주1999; , 1999).

근래에 성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출생부터 노년

기에 이르기까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

주장하고 있으며 학교나 지역사회는 성에 관해 올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친구나 외설 서적 등을 통해 잘못된 지

식을 얻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

지만 성희롱은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의 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막상 학교성교육에서 제외되

어 왔다 제주도교육청 박은숙(Wong, 1993; , 1996; ,

1997).

성교육의 현황조사에서 보면 성교육의 내용이 형식적,

인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는데 예컨대 성교육 효과,

의 불 충분성을 지적함은 물론 어른이 된 후에까지 활,

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홍길유 김옥열 그리고 성교육에 관( , 1989; , 1992).

한 연구들을 보면 성희롱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요구 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

과들을 성교육에 반영해 왔다이은주 미국의 경( , 1999).

우에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한국도 년 교육인적(Stopsh. pe. kr, 2000), 2001

자원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따라 다섯 단

계로 구분하여 성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성희롱 성,

폭력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여 연간 총 시간의10

성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성희롱에 대한 보고를 접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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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 중에는 고의로 행한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어

린 시절부터 놀던 성 관련 놀이에서 비롯된 언어적 행,

동적 습관이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남자 청소년이 자기가 행한 성희롱이. ,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는 놀이쯤으로 인식한 채 어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동료 여성에게 장난 삼

아 성희롱을 한다면 그는 성희롱방지법 및 남녀고용평등

법 으로 형민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1999) .

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정 및 정부가 성희롱이 처벌대상,

이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다면 미래의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셈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체계.

적인 학교 성교육을 통하여 성희롱의 개념을 인식시킴은

물론 어릴 때부터 성희롱을 올바로 비판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교육시킨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성희롱 사

건언어적 육체적 및 시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 )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 및 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찾아보았으나 전무하

였고 그 이유가 성희롱이라는 연구주제가 성 경험이 없,

는 그들로서 생소하기도 하고 민감하다고 판단하여 자칫

학교 밖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교당

국자의 반대도 크고 또 학부모들이 성희롱 문제를 조사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

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청소년 입장에서 그들이 일상.

생활 중 경험하고 있는 성희롱 행동이 성희롱방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에서 제시하는 성희롱 조건에 들(1999)

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학생들이 일상생

활에서 가볍게 주고받는 성희롱의 유형과 그 정도를 조

사하고 그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학교 급별 종( , , ,

교 및 기타 청소년 생활과 관련이 있는 특성 즉 과외경)

험 용돈수준 인지하고 있는 성적 교통수단 소유, , , , PC

및 인터넷 접속 장소 음란물 접속경험 이성교제 음주, , , ,

및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 성희롱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

는지 확인함으로써 성희롱 관련변인을 찾고 더 나아가

학교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

공하고자 한다.

용어정의3.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 조이란 세 이상 세 이1) ( 3 ) 9 24

하인 자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년부터 고등학교 학년까지의 남녀 중1 3

고등학생들을 의미한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로 굴욕감2)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남녀고용평등법 로( , 199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신체 접촉을 행하는 즉 육체적 희롱

행위와 성적인 노출과 시각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시

각적 희롱 행위 그리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언,

어적 희롱 행위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성희롱 및 관련 요인1. (sexual harrassment)

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sexual harrassment sexual

은 성적 이라는 의미이고 는 라‘ ’ , harrassment harrass

는 동사형의 명사형으로 괴롭힘 귀찮게 굶 성적으로‘ ’, ‘ ’, ‘

지긋지긋하게 굶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학준 강’ ( ,

기원 그러나 년 미국의 코넬대학의 인간, 1995). 1975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루었던 여성분과에서 처음으

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 시켰고 미국 성희롱 가,

이드라인에서는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육,

체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육체,

적 행위로 이런 행위에 대한 수용 여부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대가나 조건인

경우 개인의 수용 또는 거부 여하가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 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업무능,

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업무환경을, , ,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미국여(

성법률구조기금 배금자 천태윤, 1993; , 1999; , 1999).

한국에서는 년 심영희에 의해 처음 성희롱의 개1989

념이 해석되었다이원희외 공식적인 권력차( 7, 1999).

이의 맥락에서 성적인 진술 또는 요구를 통해 도구적 관

계가 성적으로 되는 것 또한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여,

성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면 공식적인 권력차이가 없어

도 성희롱은 일어난다공미혜 송정희( , 1995; , 1998).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일어나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전형적으,

로 불쾌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우영은 상대(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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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원희 이라고 성희롱( , 1999)

에 대한 같은 맥락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성희롱 관련 변인 중에서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성

희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 IMF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연령과 기혼여부와

관계없이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중앙일보 최근 여성취업(Crull, 1990; , 1998. 2.17).

률이 남성취업 증가율의 배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5

문화일보 년 월 일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 1997 8 8 ),

성장이나 사회적 성취욕구 때문에 직장을 고수하려는 경

향이 증가하고 있다고심정순 생각되며 이러한( , 1998)

여성의 직업에 대한 사고 변화에 따른 취업증가가 성희

롱 피해 경험 증가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현대의 여성들은 성희롱 경험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문제로 부각된 우리사회의 대학. ,

여자 조교 사건 미국 현직 대통령의 인턴사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등 을 통하여 여성의 성희롱에 대한 사고와

그에 따른 대처행위의 변화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

의 발달과 다양한 교육이 인식과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

학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남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전체의 성 윤리교

육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1.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서 년2000 7

월부터 월까지 부산과 경남의 일부 지역 남녀 중고12

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475 .

연구도구2.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지금 현재 학교 내외에서“ ,

일상생활을 할 때 각각의 성희롱 행동의 가해자로서 또

는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한 가벼운 내용을 응답하게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타 관련

특성에 대한 문항과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15 , ,

행위는 노동부의 성희롱의 방지지침 에서 제시한(1999)

가지의 유형 중에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12 “

행위 는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으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

몸을 건드리면서 자기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

함 으로 수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육체적 행위 문항입” 5 (

맞춤 포옹 등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듯이 어깨 안쪽을 건드려봄,

필요이상 오랫동안 손을 잡거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 ,

덩이 를 접촉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 ,

접촉 몸을 건드리면서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

함 시각적 행위 문항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 3 (

엉덩이 가슴 허리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 외설적( , , , ) ,

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보여줌 인터넷을, , , ,

통해 음란편지 음란사진 음란그림을 보냄 언어적 행위),

문항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하기 외모에 대한 신3 ( ,

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말을 함 성,

적인 말이 담긴 말이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함을 포)

함하여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없었음 가11 “ ”, “

끔 있었음 자주 있었음 매우 많았음 에 표시하는”, “ ”, “ ” 4

점 로서 각각 점 점 점 점을 주어 점Likert scale 0 1 2 3

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을 가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

석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평균 평점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가Cronbach's alpha

이었다.9548 .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3.

자료수집 대상자의 선정은 먼저 부산시 개 교육구청, 6

관내학교 개 부산근교 시 시에 소재한 남녀중학156 , K , Y

교 개와 실업계를 포함한 남녀고등학교 개중에서40 134

남녀별 및 학교 급별로 개 학교씩 무작위 선정하고 또4

경남의 개 학교를 합쳐서 총 개 학교를 선정하였으4 20

며 대상자 수는 질문지 개수와 응답 가지 개수를 감안하

여 총 명으로 결정했으므로 개 학교 당 명씩 자500 1 25

료 수집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자료수집을.

위해 학교장의 허락을 얻는 과정에서 특히 인문계고등학

교의 경우 진학공부 및 학습권 침해 또는 학부모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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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식하는 등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당했으며 그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비율이 전체 연구대상의,

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표 참조23.4% ( 1 ).

결과적으로 무작위 선정된 학교 중에서 자료수집을 거

부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남녀중학생 명에560

게 연구 목적 및 설문지에 응답할 것을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이용된

대상은 차 대상자의 에 해당하는 명이었다1 84.8% 475 .

이 때 연구자들이 담임교사와 양호교사의 입실 하에 성

희롱에 관한 연구주제의 설명과 성희롱 개념을 설명할

때 일상생활 도중에 서로가 주고받았던 가벼운 정도의

성희롱 행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고 각 학생들이 설문

지를 완성하는 도중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힘들다고 생각

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덧 붙였지만 학부

모의 허락은 받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SPSS

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기타 관련 특성은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고 청소년의 성희롱과 관련된,

변인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제 특성별로 t-test,

를 이용하였다ANOVA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타 관련 특성1.

중 고등학교 학생 명의 대상자중 남학생이475

명 중학생이 명 중 학생이66.7%(317 ), 64.2%(305 ), 3

명 로 가장 많았다 불교를 믿는 학생이39.8%(189 ) .

명 방과후 과외 경험이 없는 학생이33.7%(160 ),

명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54.7%(260 ), 51.6%

명 로 가장 많았다 한달 용돈은 만원 만원이(245 ) . 3 5～

명 학급에서 등 이내의 성적이라고 대39.4%(187 ), 10

답한 학생이 명로 가장 많았다30.1%(143 ) .

집에 를 보유한 학생이 명로 가장 많PC 80.4%(382 )

았고 인터넷 접속을 자주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학생이“ “

명 로 가장 많았다 게임 방에서 주로 인터54.2%(257 ) .

넷 접속을 하는 학생이 명였으며 음란물 접49.5%(235 )

속을 경험한 학생은 명로 나타났다 이성친53.7%(255 ) .

구가 없는 학생이 명 음주경험이 없는 학74.9%(336 ),

생이 명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이55.8%(265 ),

명 로서 가장 많았다72.4%(344 ) .

표 일반적 특성 및 청소년의 생활 관련 특성< 1>

N=475

특성 구분 실수 퍼센트

성별 남

여

317

158

66.7

33.3

연령학년( )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63

57

189

59

55

52

13.3

12.0

39.8

12.4

11.6

10.9

학교 급별 중

고등실업

고등인문

305

59

11

64.2

12.4

23.4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기타

160

71

19

114

111

33.7

14.9

4.0

24.0

23.4

과외 경험최근(

달 내 학원 등1 ) ;

기타 과외포함

있다

없다

215

260

45.3

54.7

한 달 용돈 규모 만원미만

만원 미만3

만원 미만5

만원 미만7

만원 이상7

11

168

187

56

53

2.3

35.4

39.4

11.8

11.2

인지하고 있는

성적 순위

등 이내10

등 사이11 ~ 20

등 사이21 ~30

등 사이30 ~40

등 이하41

143

125

120

68

19

30.1

26.3

25.3

14.3

4.0

통학 수단 버스

지하철

자가용

기타

245

20

28

182

51.6

4.2

5.9

38.3

유무PC 있다

없다

382

93

80.4

19.6

인터넷 접속 * 자주 한다

자주 안 한다

217

257

45.7

54.3

인터넷 접속장소 집

게임방PC

친구집

기타

205

235

16

19

43.1

49.5

3.4

4.0

음란물 접속경험 있다

없다

255

220

53.7

46.3

이성친구 유무 있다

없다

119

356

25.1

74.9

음주경험 있다

없다

210

265

44.2

55.8

흡연경험 있다

없다

131

344

27.6

72.4

주 인터넷 접속에서 자주 한다는 매일 회 이상 접속할 때< > * ‘ ’ 3

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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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타 관련 특성에 따른2.

성희롱의 정도

육체적 성희롱 관련 요인1)

연구대상 청소년 명의 육체적 성희롱 정도는 점475 3

만점에 대하여 점으로서 그리 심각한 정도0.43±0.56

는 아니었다 하지만 성희롱 행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육체적 성희롱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은 성희롱을 행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연령별(t=4.015, p=0.000), (F=

학교 급별6.568, p=0.000), (F=5.536, p=0.004),

한 달 용돈 규모 본인이 인지하(F=5.786, p=0.000),

고 있는 성적 순위 통학수단(F=2.701, p=0.030),

의 종류에 따라 육체적 성희롱(F=3.182, p=0.024)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음란물 접속경험이 있는.

학생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t=5.124, p=0.000), (t=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5.953, p=0.000), (t=6.198,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p=0.000), (t=4.947, p=

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육체적 성희롱 정0.000)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

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일반계 고등학,

생보다 지하철 이용학생이 버스이용 학생보다 이성친구, ,

가 있거나 음란물 흡연 및 음주를 경험한 학생이 육체,

적 성희롱을 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체적 성희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학교 급별 용돈수준 통학수단 학급석차, , , , , ,

이성친구유무 음란물 접속경험 음주 및 흡연경험 유무, ,

였으나 종교 과외수업 경험 소지 유무와 인터넷 접, , PC

속 및 접속장소 등은 육체적 성희롱 정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시각적 성희롱 관련 요인2)

연구대상 청소년 명의 시각적 성희롱 정도는 점475 3

만점에 대하여 점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적0.41±0.60

성희롱 행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유의한 차로 시각적 성희롱 정도

가 높았으며 그 외에 학년별(t=5.935, p=0.000),

학교급별(F=2.790, p=0.017), ((F=5.374, p=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성적 순위0.044), (F=2.658,

통학수단 에 따라 시p=0.032), (F=3.417, p=0.017)

각적 성희롱의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터넷 접속.

을 자주 하는 학생 음란물 접속(t=2.175, p=0.030),

경험이 있는 학생 이성친구가 있(t=7.401, p=0.000),

는 학생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t=3.085, p=0.002),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t=5.195, p=0.000), (t=

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2.765, p=0.006)

각적 성희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적 성희롱 행위에 영향을 끼친 변인은 성

별 연령 학교 급별 인지하고 있는 성적의 정도 통학, , , ,

수단 인터넷 접속 음란물 경험 이성친구 음주 및 흡, , , ,

연 경험유무로 나타난 반면에 시각적 성희롱 정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변인은 종교 과외경험 용돈수준 개, , ,

인용 컴퓨터 소유 및 인터넷 접속 장소였다.

언어적 성희롱 관련 요인3)

연구대상 청소년 명의 언어적 성희롱 정도는 점475 3

만점에 대하여 점으로 나타났으나 언어적0.47±0.67

성희롱 행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

보다 남학생에서 유의한 차로 언어적 성희롱정도가 높았

으며 학년별(t=4.326, p=0.000), (F=3.644, p=

학교급별 한달 용돈0.003), (F=4.867, p=0.008),

규모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성(F=2.669, p=0.032),

적 순위 통학수단(F=3.418, p=0.009), (F=3.041,

에 따라 언어적 성희롱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p=0.029)

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접속을 자주 하는 학생.

음란물 접속경험이 있는 학생(t=2.195, p=0.029),

이성친구(t=5.928, p=0.000), (t=4.005, p=

음주경험 흡연경험0.000), (t=5.578, p=0.000),

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t=3.689, p=0.000)

생들에 비해 언어적 성희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언어적 성희롱에 관련이 있는 변인은 성별 연,

령 학교 급별 용돈 규모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성적의, , ,

정도 통학수단 인터넷 접속 음란물 경험 인성친구, , , , ,

음주 및 흡연경험의 유무로 나타난 반면에 언어적 성희

롱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변인은 종교 과외경험, ,

개인용 컴퓨터 소유 및 인터넷 접속장소 등이었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정도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

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세 가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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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형별 성희롱의 정도< 2> N=475

특성 구분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M±SD
또는t

값F
값p M±SD

또는t

값F
값p M±SD

또는t

값F
값p

성별 남

녀

0.47±0.79

0.38±0.35

4.015 0.000** 0.47±0.73

0.35±0.24

5.935 0.000** 0.53±0.81

0.41±0.46

4.326 0.000**

연령

학년( )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0.08±0.19

0.20±0.55

0.40±0.72

0.43±0.76

0.67±0.45

0.77±0.97

6.568 0.000** 0.24±0.49

0.31±0.57

0.43±0.78

0.41±0.78

0.43±0.61

0.65±0.89

2.790 0.017* 0.17±0.23

0.28±0.54

0.34±0.68

0.55±0.71

0.59±0.49

0.89±0.86

3.644 0.003**

학교

급별

중

고등실업

고등인문

0.30±0.64

0.63±0.88

0.36±0.65

5.536 0.004** 0.30±0.71

0.57±0.81

0.38±0.71

5.374 0.044* 0.34±0.61

0.60±0.73

0.48±0.63

4.867 0.008*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기타

0.33±0.61

0.52±0.79

0.54±0.76

0.34±0.64

0.43±0.74

1.333 0.257 0.48±0.71

0.47±0.76

0.35±0.73

0.41±0.69

0.45±0.76

0.230 0.922 0.48±0.62

0.44±0.64

0.45±0.74

0.46±0.56

0.50±0.71

0.097 0.983

과외경험 있다

없다

0.43±0.69

0.43±0.68

0.077 0.939 0.41±0.65

0.41±0.62

0.059 0.953 0.47±0.76

0.47±0.69

0.990 0.323

한 달

용돈규모

만원 미만1

만원 미만3

만원 미만5

만원 미만7

만원 이상7

0.08±0.56

0.08±0.10

0.33±0.44

0.47±0.17

1.19±0.71

5.786 0.000** 0.50±0.92

0.21±0.20

0.33±0.43

0.32±0.41

0.67±0.75

1.102 0.355 0.23±0.97

0.25±0.68

0.28±0.23

0.75±0.61

0.82±0.54

2.669 0.032*

인지하고

있는

성적순위

등 이내10

등 사이11 ~ 20

등 사이21 ~30

등 사이30 ~40

등 이하41

0.58±0.87

0.43±0.66

0.32±0.51

0.34±0.52

0.50±0.58

2.701 0.030* 0.55±0.87

0.43±0.73

0.27±0.54

0.32±0.62

0.46±0.73

2.658 0.032* 0.63±0.80

0.45±0.59

0.34±0.44

0.45±0.58

0.46±0.58

3.418 0.009**

통학수단 버스

지하철

자가용

기타

0.45±0.72

0.51±0.73

0.50±0.90

0.26±0.58

3.182 0.024* 0.38±0.76

0.52±0.83

0.52±0.91

0.20±0.62

3.417 0.017* 0.43±0.67

0.61±0.77

0.53±0.85

0.29±0.51

3.041 0.029*

소유PC 있다

없다

0.43±0.69

0.42±0.67

0.105 0.917 0.44±0.66

0.38±0.54

0.879 0.380 0.48±0.73

0.46±0.71

0.198 0.843

인터넷

접속

자주 한다

자주 안 한다

0.44±0.70

0.43±0.65

1.428 0.154 0.44±0.66

0.38±0.59

2.175 0.030* 0.54±0.76

0.39±0.67

2.195 0.029*

인터넷

접속장소

집

게임방PC

친구집

기타

0.56±0.70

0.56±0.72

0.28±0.22

0.31±0.21

1.537 0.204 0.55±0.74

0.56±0.74

0.29±0.44

0.25±0.29

1.657 0.176 0.60±0.66

0.56±0.65

0.40±0.27

0.30±0.18

1.562 0.198

음란물

접속경험

있다

없다

0.59±0.82

0.27±0.42

5.124 0.000** 0.62±0.77

0.19±0.30

7.401 0.000** 0.66±0.84

0.27±0.48

5.928 0.000**

이성친구 있다

없다

0.64±0.91

0.21±0.55

5.953 0.000** 0.51±0.85

0.30±0.54

3.085 0.002** 0.63±0.90

0.31±0.64

4.005 0.000**

음주경험 있다

없다

0.61±0.84

0.22±0.47

6.198 0.000** 0.56±0.77

0.26±0.46

5.195 0.000** 0.65±0.82

0.29±0.59

5.578 0.000**

흡연경험 있다

없다

0.61±0.87

0.25±0.57

4.947 0.000** 0.50±0.77

0.31±0.57

2.765 0.006** 0.60±0.86

0.34±0.65

3.689 0.000**

총 평 균 ; 0.44±0.61 0.43±0.56 0.41±0.60 0.47±0.67

* p<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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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그 정도를 확인하였고 또한 성희롱 정도에 영

향을 미친 변인을 찾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일반적 특성 청소년 생활 관련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희롱 정도는 평균 평점, 3

점 만점에서 점으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0.44±0.61 .

이는 전체 연구대상 명중 성희롱 가해자의 비율이475

김영혜 이화자 정은순 김이순 외 인18.3%( , , , , 2001)

것과도 유관하지만 아직 한국 청소년들의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영역간에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점으로 가장 높았고 육체적 성희롱 점 시각0.47 (0.43 ),

적 성희롱 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렇게 언어적(0.41 ) .

성희롱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의 언

어 문화가 거칠고 무례하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사

료되었다 만약의 경우 이들 청소년들이 언어적 성희롱. ,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성인 사회로 진입한다면

성희롱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가능한 한

학교 가정 및 사회에서 년부터 새로이 정립된 성, 1999

희롱 개념을 성교육 내용에 반드시 추가시킬 것을 권장

하고 있다한국성문화연구소 다음으로 청소년의( , 2000).

일반적 특성 및 생활 경험의 특성별로 각 유형별 성희롱

정도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한 결과 의미,

있는 관련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특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육체적, ,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

타났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와 미국김학중 강기(2000) ( ,

원 에서도 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으며 이,1995)

는 성희롱 피해자의 가 여성인 것과도 맥을 같이96.2%

하고 있다 둘째 연령적 특성에 따라 육체적 시각적 언. , , ,

어적 성희롱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 급

별에 따라서도 육체적 성희롱의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국민일보 가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여(1999.5.4)

연령이 중요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성희롱 가해자

의 최다 그룹이 대 기혼남성이었으며 피해자의 가30 85%

대와 그 이하의 여성이었다 셋째 연구대상의 한달 용20 . ,

돈정도에 따라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 정도가 차이를 보,

였다 이처럼 경제 상태가 성희롱에 미친 영향에서 성인.

의 경우도 직장 상사가 고용주가 를 차지48.4%, 32.9%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상사남(

성로 나타났다 넷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성적순위에) . ,

따라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의 정도가 차이를 나, , ,

타내어 성적순위가 성희롱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섯.

째 학교까지의 통학수단에 따라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 ,

성희롱 행위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인터넷 접속 빈

도에 따라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

를 보였다 끝으로 음란물 접속 경험이 있는 학생과 이. ,

성 친구가 있는 학생 그리고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과 흡,

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을, ,

많이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성

별 연령 학교 급별에 따라 성희롱정도에 차이를 보였으, ,

며 청소년 생활관련변인들 중에서는 청소년 본인이 인지

한 성적순위 통학수단 음란물 접속경험 이성친구 음, , , ,

주 및 흡연경험에 따라 성희롱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

어서 성희롱 관련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실업계 남녀고등학생들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을 졸업준비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기하는 바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남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유형을 그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교 급별 종( , , ,

교 및 기타 청소년 생활 관련 특성과외경험 용돈수준) ( , ,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성적 순위 통학수단 소유 및, , PC

인터넷 접속 빈도 및 장소 음란물 접속경험 이성교제, , ,

음주 및 흡연경험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

로써 성희롱 관련요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기간 및 대상은 년 월부터 월까지 부산2000 7 12

과 경남에 위치한 남녀 중고등학생 명이었다 성희475 .

롱 측정도구는 노동부의 성희롱방지지침 에서 제(1999)

시한 세 가지 유형을 원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정도를 점4

의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Likert scale .

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제 특성별로SPSS WIN(10.0)

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성희롱의 정도에t-test, ANOVA

영향을 보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

련 요인을 발견하였다.

첫째 육체적 성희롱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성별 연, ,

령 학교 급별 용돈수준 성적 통학수단 음란물 접속, , , , ,

경험 이성친구 유무 음주 및 흡연경험으로 나타났다, , .

둘째 시각적 성희롱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성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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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학교 급별 성적 통학수단 인터넷 접속 음란물 접, , , , ,

속경험 이성친구 유무 음주 및 흡연경험으로 나타났다, , .

셋째 언어적 성희롱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성별 연, ,

령 용돈수준 성적 통학수단 인터넷 접속 음란물 접, , , , ,

속경험 이성친구 유무 음주 및 흡연경험으로 나타났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성희롱에 영향을 미치

는 공통 변인은 총 개로서 성별 연령 학교 급별 본인9 , , ,

이 인지하고 있는 성적순위 통학수단 음란물 접속경험, , ,

이성친구 유무 음주 및 흡연경험 유무로 드러났다,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1.

위한 체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언어적 육체적 및 시각적 성희롱 측정도구 개발이2. ,

필요하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3. ,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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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Sexual harassment, Korean

adolescents, Variable

The Study on the Variable related

to the Sexual Harassment among

the Korean Adolescents*

Kim, Young-Hae**Lee, Hwa-Za***

Jung, Eun-Soon****Kim, Yi-Soon*****

Recently in Korea, the adolescents' sexual

problems including sexual violence have

increased, and those phenomena have escalated

to be one of the major social issu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sexual harassments of

the Korean adolescents. The variables to which

the subjects belong were gender, school grade,

religion, extracurricular activity, amount of

pocket money, school performance traffic mean

to school, ownership of PC, internet contact

frequency and place, contact to pornography,

heterosexual friend, drinking, and smoking.

The period of survey was from July 2000 to

Dec. 2000. The subjects were 475 middle and

high-schoolers in Busan and Kyung-Nam.

The instrument to measure sexual

harassments of the subjects was questionnaire.

That was gained by modifying the three

patterns(physical, verbal and visual) in the

manual provide by the Ministry of Labor(1999).

The degree of sexual harassments was measured

by 4-point Liker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test and ANOVA by SPSS

win(10.0).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physical

harassment were gender, age, pocket

money, perceived school performance, traffic

means, contact to pornography, having

heterosexual friend, experience of drinking

and smoking.

2.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visual

harassments were gender, age, perceived

school performance, traffic mean, internet

contact, contact to pornography, having

heterosexual friend, experience of drinking

& smoking.

3.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verbal

harassments were gender, age, pocket

money, perceived school performance, traffic

mean, internet contact, contact to

pornography, having heterosexual friend,

and experience of drinking &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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