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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충동성 조절 능력과 자기조절이 형성되어 발

달되는 성장단계의 미성숙 존재로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올바른 성지식 대신 대중

매체나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올바르지 

못한 성행동의 부정적 성통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Choi, Kang, & Yeau, 2004). 또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

급 확산으로 청소년이 성에 대해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

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가진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심을 가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성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

험으로 애정이나 성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신체적 행동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생식과 관련된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

위행위, 입맞춤, 포옹, 성인 음란 비디오, 동거, 성충동, 성

관계, 성추행, 성폭력, 인공임신중절(낙태), 임신, 출산, 성

병 등을 포함한다(Lee, 2007).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이러

한 행동을 건전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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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의 성행동에 20-30%의 청소

년은 죄의식을 느끼며 이것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인해 성병, 10

대 임신, 미혼모, 인공임신중절, 성매매, 불임 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이 제한된 여가활동, 학

업 스트레스, 또래 문화의 부적절한 적응으로 인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태도,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바르

지 못한 성행동이 혼전 성교에 이르게 되면 임신, 성병, 낙

태, 10대 미혼모 등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Choi, 

Kang, & Yeau, 2004). 성행동은 성지식, 성태도에 의해 형

성되는데 성지식은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 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관한 사실, 정보, 관념 등을 총괄한 

개념으로(Lee, 2007),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의 

정보를 교육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

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그릇되며 부정적이고 왜곡되기 쉽

다. 성태도는 성에 관련된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제반현상에 대한 의식 및 사

고, 가치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향으로 성의식, 

성관계, 결혼과 임신, 출산, 순결에 대한 태도이며 동성애, 

성매매, 자위행위, 피임, 인공임신중절(낙태), 성인용품 등

을 포함한다(Kim & Suh, 2012). 이러한 인간의 성태도는 

가정에서부터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면화되며,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와 태도에 

맞추어 사회화 된다. 이렇게 형성된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올바른 성지식과 바람직한 

성태도를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겠다.

최근 빠른 한국 스마트폰 가입과 상당한 사용자 중에서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의 비율은 스마트기기의 보급 증가

에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SA], 2014). 청소년에서 29.2%로서 성인

의 11.3%보다 약 2.6배에 달하며, 학령기별로 보더라도 중

학생에서 33.0%로 고등학교(27.7%)나 초등학교(26.7%) 및 

대학교(20.5%)보다 월등히 높다(Statistics Korea, 2014). 또

한 스마트폰 앱의 사용은 남학생이 더 많고 이에 따른 스

마트폰 사용과 부작용의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Kim & Suh, 2012). 특히, 음란물의 첫 접촉 시기가 중학

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Mo, 

Oh, & Cho, 2006). 음란물은 인간의 신체 또는 성행위를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이다. 그러나 

중학생은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일반적인 태도와 관심도가 

학교중심이 아닌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

고 있어 학교에서 이를 포함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

다. 학교 교육에서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을 방관하면 중학

생의 성에 대한 왜곡과 더불어 이성을 성적인 대상화하거

나 여성을 비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한편 2010년부터 일부 중･고

등학교에서는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에는 중･고등학교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정도

에서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Health Education 

Forum, 2011). 2014년부터는 학교에서 1년에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각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시기에 해당

하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부정확한 성지식을 가

지고 있고, 더욱 개방적이고 불평등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

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위행위, 매춘, 성관계, 음

란물 접촉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Kim, 2003; 

Flood, 2009; Shek & Ma, 2012), 특별히 보건교육적인 관심

의 대상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자 중학생의 성행동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여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반드시 필

요하다. 

기존의 문헌은 주로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현황파악에 

중점을 둔 기술적인 실태조사로 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음

란물 중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Choi & Kwon, 

2016; Lee & Kwon, 2014; Peter & Valkenburg, 2006a; 

Ybarra & Mitchell, 2005). 또한 청소년 성 행태에 관한 연

구는 시도되었으나(Lee, Choi, Cha, Park, & Lee, 2010), 스

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사용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중학교 남학생

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성적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

는 표현물인 음란물이 남자 중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기반으로 한 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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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목적은 서울시내 일부 중학교 남학생의 스마트

폰 사용에 따른 성행동에 관한 변인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특성을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의 성지식, 성태도, 성

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점수 간 관계의 방향과 관계

의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

으로 성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한양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연구

승인(IRB NO: HYl-15-146-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2. 연구 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 24일 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소

재 일개 남자 중학교 전교생을 자료수집에 동의한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균등하게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

자수 산출근거는 Cohen(1988)의 검정력 분석에 따라 효과

의 크기(d) .15(small), 검정력(1-β) 80%, 유의수준(α) .05, 

그리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426명이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서울시내 일개 중학교 남학생을 대

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며, 3G 이상의 휴대전

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외 시간을 이용하

여 학생에게 대상자 정보는 익명을 유지하고 대상자가 원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에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부모의 

승낙을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590부 중 스마트폰

을 소유하지 않은 설문지 110부를 뺀 480부를 본 연구 최

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도구를 기반으로 하며 설문지 문항은 Lee 

(2009), Park(2012), Choi(2013) 논문의 설문지를 참고하고 

설문조사 항목을 인용하여 각색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

고 중학교 남학생에게 적절한 용어 및 문장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후, 지도교수를 포함한 보건교육 전문가 2인의 내

용타당도를 거쳐 완성하였다. 완성한 설문지는 남중학교 

1반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소요시간과 의

문 제기사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스스로 기입할 때 소

요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의문과 제기사항이 나타나지 않

아 본 조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 없이 사용하

였다.

설문지의 일반적 특성(학년, 성적, 부모취업여부, 경제

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학교 성교육)과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특성(사용기간, 시청이유, 사용장소, 시청빈

도)은 선행연구(Thornton, 1990; Hansen, 1992; Simon, 1995; 

Kim, 2003)를 참고하였다.

성지식은 총 20문항으로 이차성징과 임신과 피임, 성병, 

성관련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성지식 문항의 측정은 ‘그렇

다’, ‘아니다’로 표시하게 하여 정답인 ‘그렇다’는 1점, 오

답인 ‘아니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성지식 점수의 총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20점에 가까울수록 지식정도가 

높다. Sung(2013)의 연구에서 성지식 신뢰도는 Cronbach‘s α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지식 문항의 신뢰도의 계

수 Cronbach‘s α=.68이었다.

성태도를 총 10문항으로 성에 대한 허용성, 성윤리 및 

통념, 동성애를 보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성태도의 측

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

도가 개방적이며 허용적인 것이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중

학교 남학생에게서 ‘성태도가 개방적이다’는 것은 보다 

더 쉽게 성적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인 음

란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Yang, 2012). Sung 

(2013)의 연구에서 성태도 신뢰도는 Cronbach‘s α=.60이며,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6

이었다.

성행동은 총 10문항으로 자위행위 경험, 전화음란대화 

경험, 관음 경험, 성행위 경험, 키스 및 애무 경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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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성폭력 경험, 채팅음란대화 경험, 성매매 경험, 성추

행 경험에 관한 내용이다. 문항의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

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개방적이다. Sung 

(2013)의 연구에서 성행동 신뢰도는 Cronbach‘s α=.77이며, 

본 연구에서 성행동 문항의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85로 나타나, 월등히 높았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 음란물 사용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하여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Duncan test로 

사후 검증 하였다.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 하

였다.

4)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단계적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특성

본 연구 전체 대상자의 수는 스마트폰 사용 중학교 남

학생 480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면 학년으

로 ‘중 3’이 185명(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 1’이 148명(30.8%), ‘중 2’가 147명(30.6%)으로 나타났

다. 학업성적에서는 ‘하’가 184명(38.3%)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는 ‘중’이 164명(34.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상’이 

132명(27.5%)의 학업성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의 취업여부는 ‘두 분 모두 있음’이 247명(51.5%)로 가장 

많았고 ‘한분만’이 221명(46.0%), 그 뒤 다음으로 ‘두 분 모

두 없음’이 12명(2.5%)의 순이었다. 경제수준으로는 ‘중’이 

과반수인 275명(57.3%)로 가장 많았고 그 뒤 다음으로 

‘상’이 183명(38.1%), ‘하’가 22명(4.6%)로 나타났다. 아버

지 학력은 ‘대졸’ 190명(39.6%), ‘고졸이하’ 158명(32.9%), 

‘대학원이상’ 132명(27.5%)의 순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고

졸이하’가 205명(42.7%), ‘대졸’ 186명(38.8%), ‘대학원 이

상’ 89명(18.5%)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은 ‘지금이 

적당하다’가 290명(60.4%)로 과반수이고 그 뒤 다음으로 

‘지금 보다 더 해야 한다’가 122명(25.4%), ‘학교에서 할 필

요가 없다’가 68명(14.2%)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특성은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이 

179명(37.3%), ‘2년 이상’이 170명(35.4%), ‘1년 -2년 미만’

이 131명(27.3%)순으로 나타났고, 시청이유는 ‘없음(스트

레스 해소)’가 332명(69.1%)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 뒤 

다음으로 ‘성적 호기심’ 92명(19.2%), ‘성욕구 불만 해소’ 

45명(9.4%), ‘성지식 습득’ 11명(2.3%) 순으로 나타났다. 사

용장소는 ‘집’이 304명(63.3%)로 가장 많았고 ‘음란물 시

청 안함’이 169명(35.2%), ‘공공장소’가 7명(1.5%)로 나타

났다. 시청빈도는 0-1회/월’이 231명(48.1%)로 가장 많았고 

그 뒤 다음으로 ‘2-8회/월’가 186명(38.8%)이였고 ‘9회 이

상/월’가 63명(13.1%)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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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smartphone obscenity use
(N=480)

Variables Categories n(%)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Middle 1 148(30.8)

Middle 2 147(30.6)

Middle 3 185(38.5)

School Performance

High 132(27.5)

Middle 164(34.2)

Low 184(38.3)

Parent’ Employment

Only One 221(46.0)

All 247(51.5)

Not All 12(2.5)

Economic Status

High 183(38.1)

Middle 275(57.3)

Low 22(4.6)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58(32.9)

University 190(39.6)

More Graduate School 132(27.5)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05(42.7)

University 186(38.8)

More Graduate School 89(18.5)

School Sex Education

Need more 122(25.4)

Now appropriate 290(60.4)

No need 68(14.2)

Features of Smartphone 

Obscenity Use

Using Length

Less than 1 year 179(37.3)

1 to less than 2 years 131(27.3)

More than 2 years 170(35.4)

Watching Reason

No reason 332(69.1)

Sexual Curiosity 92(19.2)

Solving Sexual Desire 45(9.4)

Getting Sexual Knowledge 11(2.3)

Using area

House 304(63.3)

Public area 7(1.5)

No obscenity use 169(35.2)

Watching 

frequency

/month

0-1 time 231(48.1)

2-8 times 186(38.8)

More than 9 times 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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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남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수

성지식과 그 하위요인(이차성징, 임심과 피임, 성병, 성

관련)로 구분하고 이를 ‘그렇다 = 1점’ 과 ‘아니다 = 0점’ 

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평

가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점 만점

이다. ‘이차성징’이 79.0%으로 가장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신･피임’이 66.9% 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관련’이 49.9%, ‘성병’이 27.6%의 순으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성지식 평균과 표준편차는 

9.59±3.10로 나타냈다.

성태도와 그 하위요인(성윤리 및 통념, 성에 대한 허용

성, 동성애를 바라보는 태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성에 대한 허용성’ 평균과 표준편차는 

2.53±0.84이였으며 ‘성윤리 및 통념’ 평균과 표준편차는 

2.69±0.47, ‘동성애를 보는 태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3.29±1.28

이었다. 전체 성태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28.92±5.82로 나

타냈다. 전체 성행동 평균과 표준편차는 14.90±6.12로 나

타냈다<Table 2>.

<Table 2> Values level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Variables M±SD / n(%)

Sexual knowledge Total 9.59±3.10

Secondary sex character 379(79.0)

Pregnancy & contraception 321(66.9)

Venereal disease 166(27.6)

Related to sexual knowledge 150(49.9)

Sexual attitudes Total 28.92±5.82

Allowance on sex 2.53±0.84

Sex ethics & social notion 2.69±0.47

Attitude to homosexuality 3.29±1.28

Sexual behaviors Total 14.90±6.12

3. 학교 남학생의 일반  특성과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행동은 성적(F=5.55, p=.004), 부모취업여부(F=4.19, 

p=.016), 학교 성교육(F=6.33, p=.002), 사용이유(F=12.20, p<.001), 

사용장소(F=41.74, p<.001), 사용빈도(F=41.74, p<.001)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적’은 ‘하’(14.3±5.97)에 비해 

‘상’(16.4±7.01)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행동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이 적당하

다’(14.1±5.38)에 비해 ‘지금 보다 더 해야 한다’(15.8±6.18)

와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다’(15.8±6.18)가 상대적으로 높

은 개방적 성행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취업여

부’는 ‘부모 모두 직장 있음’(15.6±6.50)이 개방적인 성행

동을 보였다. ‘시청이유’는 ‘없다’(14.2±5.95)와 ‘성적 호기

심’(14.6±4.68), 또는 ‘성지식 습득’(15.9±5.45)에 비해 ‘성욕

구 불만 해소’(19.9±7.78)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행동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장소’는 ‘음란물 시청 안

함’(11.9±3.70)에 비해 ‘집’(16.3±6.28), ‘집’(16.3±6.28)에 비

해 ‘공공장소’(24.1±13.10)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빈도’는 ‘0-1회’(12.9±4.49)

에 비해 ‘9회 이상’(19.4±8.40) ‘2-8회’(15.7±5.99)가 상대적

으로 개방적인 성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지식은 학년(F=3.97, p=.019)과 부모 취업여부(F=3.09, 

p=.046), 사용장소(F=3.05, p=.048)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학년’에서는 ‘중 3’(10.06±2.81)과 ‘중 2’(9.48±3.02)

가 ‘중 1’(9.12±3.44)에 비해, ‘부모취업여부’는 ‘모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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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Categori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M±SD F/t p Duncan M±SD F/t p Duncan M±SD F/t p Duncan

Gene

ral

 

Chara

cteris

tics

Grade Middle 1
a

9.12±3.44 3.97 .019 22.7±6.24 5.15 .006 a<b=c 14.3±5.66 1.02 .359

Middle 2
b

9.48±3.02 28.8±5.69 15.1±7.03

Middle 3
c

10.06±2.81 29.8±5.43 15.2±5.68

School 

performance

High
a

9.69±3.30 .19 .823 29.1±6.00 .44 .643 16.4±7.01 5.55 .004 a>b, c

Middle
b

9.64±3.28 29.0±5.70 14.3±5.30

Low
c

9.48±2.78 28.6±5.81 14.3±5.97

Parent’ 

employment

Only one
a

9.54±3.14 3.09 .046 a, b>c 27.6±5.46 11.31 <.001 14.0±5.16 4.19 .016 a=b=c

All
b

9.74±2.98 30.1±5.85 15.6±6.50

Not all
c

7.50±4.12 27.7±6.83 14.7±11.23

Economic

Status

High 9.58±3.20 .17 .836 29.0±6.03 .08 .918 14.8±5.70 .88 .413

Middle 9.63±3.12 28.8±5.64 14.7±5.84

Low 9.22±1.74 29.2±6.51 16.5±11.23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a

9.25±3.14 2.12 .120 28.1±5.79 3.38 .035 a<b=c 15.4±7.08 2.30 .101

University
b

9.93±2.97 29.7±5.85 15.1±5.95

More graduate school
c

9.51±3.20 28.6±5.71 13.9±4.95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a

9.46±3.19 .32 .724 28.2±5.84 3.13 .044 a, c<b 15.0±6.56 .48 .615

University
b

9.71±3.05 29.6±5.84 15.0±6.02

More graduate school
c

9.65±3.10 28.9±5.58 14.3±5.26

School sex 

education

Need more
a

9.65±2.58 .43 .650 30.5±5.92 13.62 <.001 15.8±6.18 6.33 .002 b<a, c

Now appropriate
b

9.50±3.18 27.8±5.54 14.1±5.38

No need
c

9.88±3.60 30.7±5.76 16.5±8.20

업’(9.74±2.98)과 ‘한부모만 취업’(9.54±3.14)이 ‘모두 없

음’(7.50±4.12)에 비해 높은 성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학년,(F=5.15, p=.006) 부모취업여부,(F=11.31 

p<.001) 아버지 학력,(F=3.38, p=.035), 어머니 학력,(F=3.13, 

p=.044) 학교 성교육,(F=13.62, p<.001) 사용이유,(F=10.20, 

p<.001) 사용장소,(F=13.35, p<.001) 사용빈도(F=34.14, p<.001)

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은 ‘중 3’(29.8±5.43), 

‘중 2’(28.8±5.69)가 ‘중 1’(22.7±6.24)보다, ‘부모취업여부’

는 ‘대졸’(29.7±5.85)과 ‘대학원이상’(28.6±5.71)이 ‘고졸 이

하’(28.1±5.79)보다, ‘어머니 학력’은 ‘대졸’(29.6±5.84)이 

‘고졸이하’(28.2±5.84)나 ‘대학원이상’(28.9±5.58)보다, ‘학

교 성교육’은 ‘지금보다 더 해야 한다’(30.5±5.92)와 ‘학교에

서 할 필요가 없다’(30.7±5.76)가 ‘지금이 적당하다’(27.8±5.54)

보다, ‘시청이유’는 ‘성욕구 불만 해소’(33.2±5.55)와 ‘성지

식 습득’(30.8±5.72)이 ‘없다(28.3±5.73)’와 ‘성적호기심

(28.6±5.43)’에 비해, ‘사용장소’는 ‘집’(29.8±5.70)이나 ‘공

공장소’(31.2±7.27)가 ‘음란물 시청 안함’(27.1±5.57)보다, 

‘시청빈도’는 ‘9회/월’(33.7±5.16)이 ‘거의 보지 않는

다’(27.3±5.41)보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smartphone obscenity use-related sexual knowledge･ 
attitudes･behaviors

(N=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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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Categori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M±SD F/t p Duncan M±SD F/t p Duncan M±SD F/t p Duncan

Featu

res of 

smart

phone 

obsce

nity 

use

Using 

length

Less than 1 year 9.24±2.73 1.90 .149 28.1±5.98 2.55 .079 14.3±5.70 1.08 .338

1 to less than 2 years 9.83±3.41 29.4±6.08 15.3±6.57

More than 2 years 9.79±3.19 29.3±5.37 15.1±6.19

Watching 

reason
No reason

a
9.59±3.08 1.04 .371 28.3±5.73 10.20 <.001

a, 

b<c=d
14.2±5.95 12.20 <.001 a,b,d<c

Sexual curiosity
b

9.36±3.26 28.6±5.43 14.6±4.68

Solving sexual desire
c

10.24±2.75 33.2±5.55 19.9±7.78

Getting sexual knowledge
d

8.81±3.48 30.8±5.72 15.9±5.45

Using area House
a

9.82±2.96 3.05 .048 29.8±5.70 13.35 <.001 c<a=b 16.3±6.28 41.74 <.001 c<a<b

Public area
b

10.71±6.34 31.2±7.27 24.1±13.10

No obscenity use
c

9.14±3.12 27.1±5.57 11.9±3.70

Watching 

Frequency

/month

0-1 time
a

9.36±3.09 2.82 .060 a=b>c 27.3±5.41 34.14 <.001 a<b<c 12.9±4.49 35.21 <.001 a<b<c

2-8 times
b

9.60±3.15 29.1±5.60 15.7±5.99

More than 9 times
c

10.41±2.86 33.7±5.16 19.4±8.40

4.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과의 계

대상자의 성행동은 성지식(r=.15, p<.01), 성태도(r=.40, 

p<.01)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성행동과 성지식 하

위영역과의 상관관계는 성병(r=.09, p<.05), 성관련(r=.16, 

p<.01)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성행동과 성태

도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는 성에 대한 허용성(r=.42, 

p<.01), 성윤리 및 통념(r=.24, p<.01)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

내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sexual knowledge･sexual attitudes･sexual behaviors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r r r

Sexual knowledge 1 .20
**

.15
**

Secondary sex character .53
**

.14
**

.05

Pregnancy & contraception .68
**

.18
**

.07

Venereal disease .64
**

.05 .09
*

Related to sexual knowledge .80
**

.15
**

.16
**

Sexual attitudes .20
**

1 .40
**

Allowance on sex .19
**

.90
**

.42
**

Sex ethics & social notion .14
**

.64
**

.24
**

Attitude to homosexuality .11
*

.37
**

.05

Sexual behaviors .15
**

.40
**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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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행동에 미치는 향

연구대상자의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 변수들(성적, 부모 취업여부, 학교 성교육)을 Model 

1,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

폰 음란물 사용 특성 변수들(성적, 부모 취업여부, 학교 성

교육, 시청이유, 시청장소, 시청빈도)을 Model 2, 그리고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음

란물 사용 특성의 변수들(성적, 부모 취업여부, 학교 성교

육, 시청이유, 시청장소, 시청빈도), 성지식, 성태도 변수를 

Model 3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성적(상)(β=.14, p=.002), 부모 취업여부

(한분만)(β=-.11, p=.012), 학교 성교육(현재 적당하다)(β

=-.16, p=<.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학교 성교육(현재 적당하다)(β=-.10, p=.018), 성적(상)(β

=.11, p=.006), 사용빈도(2-8회/월)(β=.18, p=<.001), 사용빈

도(9회 이상/월)(β=.27, p=<.001), 시청이유(성 욕구 불만 

해소)(β=.15, p=.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Model 3

에서는 성적(상)(β=.11, p=.005), 사용빈도(2-8회/월)(β=.14, 

p=.001), 사용빈도(9회 이상/월)(β=.19, p=<.001), 시청이유

(성욕구 불만 해소)(β=.12, p=.005) 성태도(β=.31, p=<.001)

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성적은 상위, 시청빈도가 월 2-8

회 또는 9회 이상, 시청이유는 성 욕구 불만해소, 성태도 

변수가 유의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24%였다<Table 5>.

<Table 5> Factors to affect the sexual behavior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P β S.E P β S.E P

(constant) .53 <.001 .51 <.001 1.29 .005

School sex education(d)=1(now appropriate) -.16 .55 <.001 -.10 .53 .018

School performance(d)=1(high)  .14 .61 .002  .11 .57 .006 .11 .55 .005

Parent’ employment(d)=1(only one) -.11 .54 .012

Watching frequency/month(d)=1(2-8 times/month)  .18 .56 <.001 .14 .54 .001

Watching frequency/month(d)=1(more than 9 times/month)  .27 .85 <.001 .19 .84 <.001

Watching reason(d)=1(solving sexual desire)  .15 .93 .001 .12 .89 .005

Sexual attitudes .31 .04 <.001

Adjusted R
2

.055 .166 .240

F(p) 10.32(<.001) 20.04(<.001) 31.18(<.001)

Ⅳ. 논의

청소년기는 이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

와 성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아동도 아닌 상태에서 오

는 대단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 건전한 성행동 확립이 중요한 성적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음란물

에 더 많이 노출되며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별의 차

이는 더 큰 폭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Flood, 2009; Shek,  

& Ma, 2012). 따라서 중학교 남학생 욕구에 적합한 성지식

을 기반으로 건전한 성태도와 성행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학교 남학생을 대

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특성에 대해

서 분석하고 선발된 요인들과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영향을 파악하여 중학교 남학생의 올바른 성지식 및 성태

도 확립과 건전한 성행동 확립, 더불어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 성교육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적(상), 

시청빈도(2-8회/월, 9회 이상/월), 시청이유(성 욕구 불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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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그리고 성태도으로 그 중에 성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성태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가 직업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학력이 대졸일 때, 어머니 학력이 대졸일 

때, 학교 성교육을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음란

물 사용 특성에서 사용이유, 사용장소, 그리고 사용빈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저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빈도가 월 2회 

이상일 때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성태도를 측정한 Yang 

(2012)의 연구에서도 음란물매체의 사용빈도가 월 2회 이

상일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이라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

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Goodsoon, McCormick, & 

Evans, 2001)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태도는 이용 

빈도와 관련되어 성적인 내용에 익숙할수록 성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이

유가 성욕구 불만해소를 위함일 때 성행동이 개방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중학교 남학생이 스마트

폰으로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써 개방적인 성태도와 성행

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성에 대한 불만 해소

가 인터넷 음란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Peter & 

Valkenburg, 2006a; Ybarra & Mitchell, 2005)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청소년은 언제 어

디서든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

을 통한 음란물 노출도 더욱 쉬워졌다. 따라서 중학교 남

학생이 성욕구 불만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빈도가 어

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예방적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Goodsoon, 

McCormick, & Evans, 2001) 인터넷 음란물 접촉 횟수에 따

른 관대한 성태도 형성에 인터넷 이용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하고 보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는 성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성지식이 높을 때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이며 평등적

이라 지적한 연구결과(Kelly et al., 2003; Kim & Yang, 

2004)와도 동일했다. 성태도는 성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만 성지식은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남학생의 성지식은 총 20점 만

점에 평균 9.59점으로 약 47%의 정답률을 나타냈는데, 이

는 서울지역의 중학교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Im & Mun, 2003)에서 71.6%의 정답률을 보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은 음란물을 통해 부정확

한 성지식에 노출되어 올바르지 못한 성지식을 가질 수 

있다. 성지식이 성태도와 상관성이 있고 성태도가 성행동

에 영향을 주므로 중학교 남학생이 올바른 성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다. 또한, 성지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Kang, 2007; Yoo 

& Kang, 2010)은 주로 성지식의 성별 차이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처럼 학년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적다. 따라서 성

지식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

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의 멘토(선배)･멘티(후배) 교육

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또래 교육을 통한 성지식 

습득이 많다고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Kim & Moon, 

2005)의 결과가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지식이 부모가 모두 일할 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모두 직장이 있는 

경우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성태도와 성행동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13)

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개별적 사용이 가능하여 부모

나 교사의 통제와 감시 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스마

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에 함께 고려되어야함

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시간과 빈도를 절제하고 점검을 돕는 애플리

케이션 설치 및 개발 이를 사용하는 안내가 필요하다. 또

한, Kim & Yang (2004)은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 

긍적적인 성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을 개발할 때 부모를 참여시켜 중학교 남

학생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확한 

성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행동이 개방적이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Choi & Chung, 2014), 이

는 본 연구 대상자는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

가 모두 직업이 있는 상태여서 스마트폰을 모두 소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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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한 음란물을 사용빈도가 증가되어 개방적 성행

동을 가졌다고 사료된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일반적 특

성과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특성을 통제한 후의 결과에서

도 유의하게 나온 것이므로 학교 성적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

록 스마트폰 사용 빈도를 알아보아야하며 꾸준한 관리, 올

바른 성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학교 남학생의 성행

동에 관한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 1개 중학교 남자 전교

생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모든 중학교 

남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점과 청소년이 스스

로 작성한 것이어서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등 구

체적인 내용보다는 주관적인 설문을 하였다는 것과 스마

트폰 음란물 외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등의 노출 등을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보완된 연구 

및 확대연구와 다양한 집단의 스마트폰 사용이 성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사

용 특성, 성지식･성태도･성행동, 이들의 상호관계와 상호

영향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성지식, 성태도, 성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성행동은 성지식, 성

태도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성행동에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독립변수 성적(상), 시청빈도(2-8회/월), 시청빈

도(9회 이상/월), 시청이유(성욕구 불만해소), 종속변수 성

태도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성행동(성적 ‘상’, 시청장소 ‘공공장소’, 시청

빈도 ‘2-8회/월’, 시청빈도 ‘9회 이상/월’, 시청이유 ‘성욕구 

불만해소’, 성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학교 남학생이 건전한 성행동을 확립하기 위

해 학교교육이 중재할 시점은 성태도이며 중학교 남학생

이 성욕구 불만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빈도가 어떠한

지, 성적이 높은 학생의 스마트폰 음란물 사용 빈도가 어

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예방적 교육이 필

요하겠다. 또한 올바른 성지식이 성태도에도 관계가 있으

므로 또래 교육과 부모 참여 교육을 통해 중학교 남학생

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확한 성지

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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