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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fluences of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between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and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and to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for intervention to improve more appropriate attitude of adolescents on prostitution. Method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from the 
survey with a sample of 1,151 students from 14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ungbuk province.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the type 
of school. Second, there is a positive effect of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Third, there ar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f sexual subjectivity between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and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Conclusions: Intervening in the sex education at an early stage, 
advertising prostitution’s harmful effect at the level of a social concern and developing diverse programs to enhance the sexual subjectivity 
of students are recommended to promote appropriate attitude of adolescents about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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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기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

안정과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도 한다. 이런 혼란은 성격이나 정신세계뿐 아니라 그것이 

외현화되는 생활장면에서의 행동징후상으로도 나타나는

데 특히 성적관심이 뚜렷해지고 이와 함께 심리적으로 성

인과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렬해지면서 부모로

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도 한다(Pyo, 2010). 이러한 성적관심과 독립에 대한 욕구

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일탈적 방편이 성매매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는 임신·낙태 혹은 성병으로 신체

적 건강에 해를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성을 놀이와 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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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 성가치관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성판매시 상대로부터 받은 모멸감과 자기부정의 경

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타인에 대한 불신감 등은 정서

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

게 되면서 부모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죄의식으로 부정

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Jeong, Jo, & Yu, 2003). 이
와 같은 위험성에도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들은 2005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관련 청소년의 나이는 점점 낮아지

고 있으며, 대상 청소년은 위기하의 청소년에서 일반 청소

년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MHWFA], 2009).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관련 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Paul, Fitzjohn, Herbison, & 
Dickson, 2000; Renata & David, 2002). 가족의 응집력과 표

현력이 낮고 가족내 갈등이 높으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

위를 가진 남자 청소년들이 조기 성행동을 하고, 성행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aminis, Henrich, 
Ruchkin, Schwab-Stone, & Martin, 2007; Paul et al., 2000). 국
내의 Hong과 Nam(2010)의 연구에서도 성매수 피해청소년

의 대부분이 저소득가정출신이 대다수이며, 구조상 기능

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족이 해체된 청소년들로 나타났

다. 낮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과 자신감 및 자아존중의 결

여, 가출의 충동, 학교 부적응, 절도, 폭력, 약물남용 등에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

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낮은 계층의 가정일

수록 부부싸움이 잦고 이혼율이 높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 

등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방황하

고 일탈하게 된다는 것이다(Kim, Jo, & Rho, 2004).
또한, 최근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개인의 취향이나 취

미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점

차 소비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 안

에서 또래와의 결속 및 동조를 위하여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주

유소, PC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의 아르

바이트는 매우 제한적이고 임금수준도 매우 낮아, 짧은 시

간에 쉽게 많은 돈을 벌 방법으로 성판매에 유혹되기 쉽

다. 실제로 성판매가 확산되는 이유나 청소년 성판매 충동

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이 ‘쉽게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므로(62.9%)’, ‘용돈이 부족해서

(39%)’로 나타나 청소년 성판매의 주된 원인이 청소년들

의 소비형태나 소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이는 과거에는 가출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했던 원

인이 컸지만, 이제는 이보다 용돈마련을 위한 성판매의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Yoo, 
2005). MHWFA(2009)의 보고 역시 성매매가 익명성이 잘 

보장되는 인터넷, 휴대폰 등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만나 

성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일회성의 돈벌

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을 1993년에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 본격적으로 관련 교과목에 

포함시켜 보건교사, 체육교사, 가정교사가 실시하고 있다. 
이들 성교육의 목적은 성가치관의 혼란과 잘못된 성의식

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나의 해결책

으로 성적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

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Choi & Kong, 2007; Hwang & 
Olwen, 2004). 다시 말해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동등한 성적 존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Kim, 2002; Jung & Yang, 2003),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주체성을 갖게 하면 부정적인 성행동 문제들

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Choi & Kong, 2007).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자면,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이 

충분히 형성되면 청소년들이 경제적 필요 때문에 성판매

나 성매수 등 성매매에 나서려는 의도를 상당부분 억제 또

는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러나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을 높이는 것과 경제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청소년의 성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실태조사(Park & Kang, 2003; Lee & 
Kim, 2001), 프로그램 개발(Jeong, 2007; Choi & Kong, 
2007), 그리고 성교육이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Kim, 2000; Lee & Kim, 2005),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Caminis et al., 2007; Ethier et al., 2004)으로 다양한 요인

들의 상호작용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
히 성매매태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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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여러 움직임 즉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이 성

매매태도의 형성과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이 현재 급증하는 성매

매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역

할을 하지만, 성매매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

는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는 다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성

주체성을 높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에 대해 긍

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행동전략

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성관련 태도를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일탈적 성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또한 아

직도 논란이 많다(Lee, 2007).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이 

성에 대한 태도가 성행동의 예측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긍정적이라 간주하고(Jung, 2000; 
Kim, 2003; Nam, 2003),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를 예측하는 

개념으로서 성매매태도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경제사회적 이유로 인해 성매매와 관

련된 여러 일탈의 기회를 얻게 되지만 학교나 사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의 영향으로 성매매에 있어 좀 더 분별력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매

매태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성평등의식, 성주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때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

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효

과성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횡단조사연구로 충북의 청주․청원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동안 실시하였다. 
청주․청원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들 가운데 14개의 

학교(중학교 3개 학교, 인문계고등학교 5개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6개 학교)를 학교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중학

생과 인문계 고등학교는 1, 2학년, 전문계 고등학교는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설문대상이 1, 2학년으로 제한된 이유는 입시

로 기관에서 설문이 불가함을 통보받았기 때문이었다. 설
문응답자들은 설문실시 전 조사자에 의해 설문의 취지와 

구성, 응답 방법 등에 교육을 받았고, 서면동의를 한 응답

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1,185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연구목적에 맞지 않은 응답을 한 설

문지를 제외한 총 1,15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주요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성매매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8문항으로 

구성된 Jo와 Shin (2010)의 성매매태도척도를 1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매매태도

를 성매매의 유해성, 성매매의 정당성, 성구매의도, 성판

매의도의 4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낮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

한다고 볼 수 있다. Jo와 Shin (2010)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5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82의 신뢰도

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Do (2007)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빈곤이 청소년에게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하

여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등 학생으로

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총 6개
의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기봉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7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913이었다.
조절변수인 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해여성의 

전화의 ‘청소년 성의식 및 성매매 실태조사’(2009)에서 사

용한 성의식 조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트 비용은 주로 남자가 

내야한다 ’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성

평등의식 신뢰도(Cronbach`s α)는 .636이었다. 
또 다른 조절변수인 성주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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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

Sex
 Male 557 48.4

 Female 594 51.6

Grade 

 Middle school 1st year 139 12.1

 Middle school 2nd year 171 14.9

 High school 1st year 392 34.1

 High school 2nd year 296 25.7

 High school 3rd year 153 13.3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310 26.9

 Vocational high school 481 41.8

 General high school 360 31.3

Living with parents
 Yes 992 86.2

 No 159 13.8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151)

여성의 전화의 ‘청소년 성의식 및 성매매 실태조사’ 
(GimHae Hotline, 2009)에서 사용한 성의식 조사 중 성주체

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

는 성적 접촉을 해오면 반드시 거절한다’와 같은 성을 주

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주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성주체성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68이었다. 
그 외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종류

는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로 나누어 살폈고, 부모동

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가부로 현상태를 살펴보았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조사대

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성매매에 태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성

매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식과 성주체

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상호작용 검증력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 
성평등의식, 성주체성, 성매매태도의 값을 센터링(원점수-
평균) 처리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

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 편차값과 성평등의식, 성주체성의 

편차값을 곱하여 조절회귀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

났다. 먼저,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557명으로 49.7%, 여자 

청소년이 597명으로 51.6%를 차지하여, 여자 청소년이 남

자 청소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

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 1학년

이 392명으로 34.1%를 차지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296명
으로 25.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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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다른 학년 응답자보다 

많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

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공히 조사하였기 때문이고, 고등

학교 3학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정상 조

사하지 못했다. 셋째, 학교종류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3
학년생을 포함한 491명, 인문계 고등학교 360명, 중학교는 

310명 순으로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양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992명으로 86.2%를 차지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 159명으로 13.8%를 차지하였다.

2. 주요변수의 특성

종속변수인 성매매태도의 특성과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조절효과로 살펴 볼 성평등의식, 성주체성

의 특성을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1,151)

Variables Mean SD

Dependent variables

Noxiousness of prostitution 4,146 0.759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4.328 0.894

Buying sex intention 4.558 0.770

Selling sex intention 4.661 0.691

Total attitude to prostitution 4.408 0.631

Independent variabl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1.650 0.764

Moderating variable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3.271 0.645

Sexual subjectivity 3.915 0.543

종속변수인 성매매태도의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매매태도의 전체평균은 5점 척도에서 4.408로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평균이 가장 높

은 문항은 ‘성판매의도’로 4.661의 평균치를 나타냈고, 가
장 낮은 문항은 ‘성매매의 유해성’으로 4.146의 평균치를 

보였다. 즉, 성구매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보수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성을 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문항보다는 덜 보수적인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태도의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가족의 경제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5점 척도로 1.650이었다. 이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가족의 경제상태를 어렵다고 인

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이유는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제도권 안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로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의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조절변수인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의 특성에서는 성평

등의식과 성주체성은 5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이 3.271, 
3.915로 보통이상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점수간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 청소년의 성주체성이 성

평등의식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성매매태도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종류, 부모동거유무에 따

른 성매매태도 수준의 평균을 비교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부모동거유무에 따른 성매매태도

에서는 유의한 평균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별

(t = -12.869, p < .001)과 학년(F = 6.569, p < .001) 그리고 

학교종류(F = 6.858, p < .01)에 따른 성매매태도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일 때 성매매태도가 좀 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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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고, 중학교 이후 높았던 보수적 경향성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다가 고2, 고3으로 가면서 

다시 보수적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학교 종류

에 따라 성매매태도가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사후검증을 

하여 이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학년과 관련하

여, 중학교 1학년의 성매매태도와 고등학교 1학년의 성매

매태도에 있어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Scheffe: a>c). 중학교 

1학년의 성매매태도가 고등학교 1학년의 성매매 태도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중학교에서의 성매매태도가 전문계고와 

일반계고 응답자의 성매매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Scheffe: a>b,c).

<Table 3> Demographical statistics on the attitude to prostitution (N=1,151)

Variables Mean SD

Sex

 Male 4.177 0.745

 Female (code=1) 4.625 0.393

 t -12.869***

Grade

 Middle school 1st year (a) 4.588 0.517

 Middle school 2nd year (b) 4.464 0.527

 High school 1st year (c) 4.296 0.705

 High school 2nd year (d) 4.441 0.598

 High school 3rd year (e) 4.409 0.649

 F 6.569***

 Scheffe a>c

Type of school

 Middle school (a) 4.519 0.525

 Vocational high school (b) 4.354 0.679

 General high school (c) 4.383 0.638

 F 6.858**

 Scheffe a>b,c

Living with parents

 Yes 4.402 0.642

 No (code=1) 4.447 0.560

 t -0.838

*p < .05, **p < .01, ***p < .001 

4. 주요변수 간 상 계   

변인들간의 관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산

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성매매태도와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 조절변수인 성평등의식, 성주

체성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매매태도는 성평

등의식, 성주체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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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of main variables (N=1,151)

Variables 1 2 3 4

1.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1

2.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05 1

3. Sexual subjectivity -.147** .229** 1

4. Attitude to prostitution   -.182** .197** .512** 1

*p < .05, **p < .01

5. 연구모형 검증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태도에 미치는 영

향과 이 관계에서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성별과 학

년, 부모동거유무를 통제변수로, 경제적 어려움을 독립변

수로 투입한 Model 1의 1단계와 1단계의 Model 1에 성평등

의식과 성주체성 조절변수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

입한 Model 2의 2단계,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3의 3단계를 위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력의 

증가량과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

는 방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on the attitude of prostitution focused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N=1,151)

Variables

Attitude to prostitution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Tolerance VIF

Control 
variables

Sex 0.352 13.027*** 0.173 6.379*** 0.172 6.347*** .817 1.224

Grade -0.037 -1.316 -0.028 -1.086 -0.031 -1.200 .925 1.081

Living with parents 0.054 1.935 0.061 2.413* 0.059 2.330** .947 1.056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difficulty(a) -0.184 -6.553*** -0.128 -4.948*** -0.118 -4.532*** .887 1.127

Moderating 
variabl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b) 0.077 3.011** 0.075 2.928** .913 1.095

Sexual 
subjectivity(c) 0.404 14.432*** 0.408 14.607*** .767 1.304

Interaction 
terms

(a)*(b) -0.014 -0.539 .928 1.078

(a)*(c) 0.081** 3.192 .935 1.069

Constant -1.155 -.658 -.628

R² .163 .310 .316

adjusted R² .160 .307 .312

∆R² - .148 .006

F 55.633*** 85.761*** 66.06**

*p < .05, **p < .01, ***p < .001 
Dummy coding; Sex (Male=0, Female=1), Living with parents (Yes=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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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 질적변수인 성별과 부모동거유무는 가변

수화(dummy variable)하여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는 해석의 용이함과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평균중심

화(mean centering)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

시 이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의 값이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인 Model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β 

= 0.352, p < .001)이 성매매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β = -0.184, p 
< .001)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적을수록 성매매태도에 있어 성매매의 유해성을 더 높이 

인식하고, 성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성판매나 성구매

의도의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Model 2의 분석결과, 

Model 2의 설명력은 30.7%로 Model 1의 설명력보다 14.8%
로(R² change = 0.148) 상승하였다(p < .001). 또한 개별 회

귀계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β 

= 0.173, p < .001)과 부모동거유무(β = 0.061, p < .05)이 성

매태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

변수인 경제적 어려움(β = -0.128, p < .001)과 조절변수인 

성평등의식(β = 0.077, p < .01)과 성주체성(β = 0.404, p < 
.001)이 모두 성매매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주 효과(main effect)
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성평등의식,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성주체성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

였다. 분석결과, Model 3의 설명력은 31.2%로 Model 2의 

설명력보다 0.6%(R² change = 0.006) 상승하였다(p < .01). 
상호작용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성주체성의 상호작

용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β = 0.081, p < .01), 경제적 어려움과 성평

등의식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주체성

이 경제적 어려움과 성매매태도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부모와 동거하

지 않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할수록 성매매와 관련한 

유해성에 대해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

며, 성구매나 판매의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

체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태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주체성의 조절효과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성주체성의 조절회귀식과 그래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절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태도= -0.628 – 0.118 × 경제적 어려움 + 
0.048 × 성주체성 + 0.081 × 경제적 

어려움 × 성주체성

성주체성의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성주체성의 값을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성주체성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큰 

경우를 성주체성이 높은 집단, 성주체성이 평균인 경우를 

조절변수가 보통인 집단,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작은 경우

는 성주체성이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위의 회귀식에 

<Table 5>에서 얻은 계수와 세 개의 조절변수의 값을 각각 

대입하여 회귀식을 얻었다. 얻어진 세 개의 조절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성주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y = 0.269 + 0.582 × 경제적 어려움1) 

성주체성이 보통인 집단의 경우   

y = -0.628 – 0.118 × 경제적 어려움

성주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y = -1.360 + 0.489 × 경제적 어려움

위의 세 개의 조절회귀식을 그래프로 작성하면 [Figure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성주체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

의 그래프가 가장 완만하고, 성주체성이 보통인 집단과 성

주체성이 낮은 집단이 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주체성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성매매의 유해성을 적게 인식하고, 성
행동을 정당화하고, 성판매나 성구매의도의 경향이 증가

1) 오차항(error term)은 생략하며, 회귀식의 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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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the sexual subjectivity when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affects the attitude to prostitution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주체성이 경제적 어려움과 성매매태도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매매태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과 성평등의식, 성주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태태도에 영향을 미칠 

때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하

위항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항

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 구매의도, 성매매 판매

의도, 성매매의 정당성에 비해 성매매의 유해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정

적인 태도를 취하나 개인적 의미를 벗어나 타인의 일이 될 

경우에는 여타 다른 항목에 비해 덜 확고한 입장을 취한다

고 볼 수 있다. 성매매가 우리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

치는지, 우리사회의 문제거리인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

는지와 같은 객관적 수준에서의 가치판단에 들어가게 되

면 다른 항목에 비해 허용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가 단순히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의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통한 제도

적 취약성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운동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Brown, 2006). 실제로 2003년 ‘청
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

되었지만, 성판매자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로의 유

입을 막는 장치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조
사 등의 영역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성매매에 대한 악영

향을 성병 등의 개인적 질병 이외에도 인간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다 더 강조하여 이에 대한 태도를 보다 확실

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종류에 따라 성매

매태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여성

일수록, 학년이 적을수록, 학교 종류에 따라 성매매에 있

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을 하여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년과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 때 가

장 보수적인 성매매태도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와

서는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낮은 점수를 보이고, 이 낮

은 점수는 고 1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 2, 고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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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학교종류와 관련해서도 중학생의 성매매태도가 전

문계고와 일반계고 응답자의 성매매태도와 차이를 보여 

보수적이었으며, 전문계고와 일반계고 응답자의 성매매태

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

교로 진학할수록 성매매태도의 보수성이 다소 허용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관련되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이 보다 성

매매태도 있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결과

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덜 보수적이고 성관계 

의향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들(Caminis et al., 2007; Lee & 
Kim, 2005)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사회화를 통하여 남성을 성관계의 주체로 여성을 객체로 

고착시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성의 문제라기보다 권

력의 문제로 보며 사회적 관용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을 갖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Jung & Yang, 
2003). 한편, 학년별, 학교종류별 성매매태도가 차이를 갖

는 것은 청소년기가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과도기로 신체

적으로는 신장, 체중의 급성장과 함께 이차성징을 통한 이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외형적 변화와 함께, 자의식이 높

아지고 수치심이 강해지면서 이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

께 반발이 일기도 하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Lee, 2001). 이런 성향을 감안하여 Caminis 
등 (2007)은 청소년의 성행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시기보

다 중학교 시기에 임상가들이 상담과 초기개입을 하는 것

이 청소년 이후의 더 큰 범죄와 약물사용과 같은 위험행동

을 막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 나

이가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나마 보수적인 성매매

태도를 보이는 어린 시기부터 성관련 교육 및 여러 개입을 

시키는 것이 이후 발달단계상 올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이들이 여러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

이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과 성평등의식, 성주체성이 성매매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낄수록, 남성과 여성사이의 차이에

서가 아니라 동등한 성적 존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을수록,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

정적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주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

을수록 성매매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

이 하는데(Hwang & Olwen, 2004; Kim, 2002; Paul et al., 
2000; Renata & David, 2002), 특히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높고, 성매매 

경험도 적으며 앞으로 성매매를 할 의도도 적다는 Jung과 

Yang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성적 주체성이 분명

할수록 성폭력이나 성매매와 같은 심각한 성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Rosenthal 등 (1996)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

다(Rosenthal, Lewis, & Cohen, 1996).
청소년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하고 이것이 성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Paul et 
al, 2000)는 본연구의 가설에서 보는 경제적 빈곤은 청소년 

신분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폭이 좁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평등의식과 고양시키고 성주체성을 높이면 본인의 몸을 

일회성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으려는 태도를 만들 수 있

다. 이 결과는 또한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상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성매매태도에 영향을 줄 때 성평등의

식이 이 둘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이 성매매태도에 있어 개

방적인 성향을 가질 때, 높은 성평등의식이 경제적 어려움

에 대한 성매매태도의 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다. 이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기대와 그에 따른 

성행동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남성은 독립적, 공

격적, 이성적이어야 하며, 여성은 의존적, 순종적, 감정적

이어야 한다는 불합리적인 사회적 관행을 갖고 있다(Sung, 
2003). 이런 사회적 관행을 성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단시간에 바꾸기는 어렵다. 비록 지식적 측면에서 

성평등의식이 성매매태도의 부적영향력을 줄이는데 도움

이 되도록 교육시킬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 문제 등 당면

하는 외적상황과 맞부딪쳤을 때에는 성평등의식이 그 영

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학습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

념이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의식과 태도 및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성차별적인 이중적인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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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Kim, 2003). 
이렇듯 성평등의식은 성평등적 사회전반의 분위기 확산과 

함께 기성세대들의 태도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역으로 학

교 교육적 측면으로 들어와 청소년의 가치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주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성매매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성매매태

도에 영향을 줄 때 성주체성이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느끼지 않는 집단에 

비해 성매매태도에 있어 개방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껴도 성주체성이 높으면 성매매태도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원인이라고 가장 많이 지

적하는 경제적 요구의 문제(Renata & David, 2002) 또한 청

소년의 성주체성이 향상되면 성매매태도를 보수적인 방향

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성주체성은 자연스러운 성적 발달을 수용함은 물론 이

들이 성적 주체로서 결정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

정하는 것이다(Choi & Kong, 2007).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

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적유혹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

어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주체성을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의 잣대가 성

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성의식 부

여는 성교육의 어떤 측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Jeong 
& Yoo, 2003; Rosenthal et al., 1996).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넘어서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

펴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으나 현재 학교현장에서 성

평등의식, 성주체성과 함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성지식이 성매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조절효

과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성매매

태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경제적 어려움만을 살펴

보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외에 개인요인과 가족 및 환경요

인을 구체화하여 성매매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고 또 이들 사이에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면 더 포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표집이 충북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대

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범위를 넓

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매매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경제적 어려움과 성평등의식 그리고 성주체성의 영향

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성평등의식과 성주체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매매태도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지

역의 14개 중․고등학교 학생 1,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그리고 학교 종류에 

따라 성매매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 
성평등의식, 성주체성은 성매매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성매매태도에 영향 

줄 때 성평등의식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

고, 성주체성만이 둘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관련된 교육 및 여러 

개입들을 조기에 시킴으로써 올바른 성의식을 생애 전반

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와 관련된 문제를 개인적 수준의 가치판단에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관심의 대상으로 두어 그 폐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성평등의

식의 사회문화 확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변

하는 사회변화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여러 유혹에 빠지

기 쉬운 청소년이 본인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여 바람직한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주체성 고양방안을 강구하여 성교육의 최일선인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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