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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우자 남성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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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남성 286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표현
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 태도는 조
사대상자의 거주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셋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 참여 여부, 표현적 성 대
처행동,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비공식적 억제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는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무배우자 남성의 성매매
를 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배우자, 성 대처행동, 성매매, 범죄 억제, 성매매 규제법률 

Abstract  This study used 286 men living without a spouse in the regions of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to review the effects that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have on the prostitution attitude. During 
this process,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actor, ‘perception of crime deterrence’, was verifi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found 
in study subjects was higher than average, showing that they had a positive perception. Second,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were identified to b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employment status, 
social participation, sexual coping behavior, official and unofficial deterrence as part of crime deterrence. Third, 
official deterrence as part of crime deterrents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sexual coping behavior and prostitution attitud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practical measures 
to deter prostitution of spouseless men. 

Key Words : Spouseless, Sexual Coping Behavior, Prostitution, Crime Deterrence, Punitive Laws

이 은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2015)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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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

률(이후 성매매 특별법 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하지

만, 수사기 에 단속된 성매매 반 행 는 지난 10년 

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 히 성매매

가 근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은 성 구

매 자제에 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성 구매에 한 자제가 2013년에 78.3%로 나타나 2006년

의 76.9%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욱이 이 조사의 응답자 에서도 56.7%는 실제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1].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매체를 통한 성  자극

이 만연함에 따라 성 개방 풍조가 더욱 확산되면서 성 문

제가 사회·문화 으로 더욱 표면화될 것이고, 성에 한 

태도도 더욱 극 이고 개방 인 양상을 보이게 될 것

이다[2]. 이런 상은 성에 한 왜곡된 지식을 불러 일으

켜 불건 한 성 태도를 형성하여 성매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성매매에 해 국민의 93.1%가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매매는 여 히 기승하고 있다는 을 통해서도 간 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성매매와 련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성에 

한 념이나 성매매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 성매매

를 처벌하는 법률은 성 구매 행 에 한 통제로 작용함

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제 한국 사회에

서 성매매 문제는 더 이상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제도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심리  요인 내지 비공식  

제제도 함께 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가 어

떻게 인식하는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는 성매매는 법

률의 제정을 통한 공식 인 억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주변의 시선 내지 인식 등에 의한 비공식 인 억제

도 요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4]. 

더욱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신체 으

1)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해에 6,425건이 단
속되었고, 2013년에도 7,53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 건강한 경우에는 성 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경

향이 나타날 수 있다[4].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들

은 성에 한 처, 성매매 등에 있어서 배우자 유무에 

따라 크게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으며

[3], 실제로 이은진(2009)의 연구[7]에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성매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

고되기도 하 다. 

무배우자들은 법률 , 도덕  차원의 책임에서 자유롭

다고 인식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트 와의 성

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갖거나, 술자리와  등의 

집단  차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5]. 이러한 무배우자들의 성매매는 정신 ·심리

 애정을 동반하지 않으며 일회성이라는 에서 기존의 

애정 계나 가족 계의 해체가 없다[3]는 이유 등으로 

그들의 성매매는 근 되지 않아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무배우

자들의 성 구매 행동을 악해야 하며, 그런 행동에 향

을 미치는 성 처행동에 한 이해가 우선 으로 필요

함을 알 수 있다[5,8]. 하지만, 지 까지 성매매와 련하

여 무배우자 남성을 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된 이 없

으며, 노인을 상으로 하거나[4,8,9], 법학 분야에서 성매

매와 련한 규정을 검토한 연구[5,6] 등이 주로 진행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 처행

동이 그들의 성매매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이 계에서 남성들의 범죄억제에 한 인식이 

조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

를 한 실질 인 책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성과 련된 문제는 성이라는 원  욕구를 가진 인

간이라면 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본인 의사에 반한 퇴직과 가족 내에서의 

상 실추 등으로 인해 그들의 불안 심리와 좌 감은 만연

해져 성에 해 보다 의존해 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

이기도 한다[14]. 사회 으로 성 문제를 음성화하고 성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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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반사회  일탈 행 , 성범죄,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9]. 최근에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의 특성과 상 없이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에 

한 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에 한 정진경·양계민(2003)의 연구[12]에서는 

남성들의 성 태도가 성매매의 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성매매에 한 태도의 변화가 그들의 성매매 행

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김태완(2014)

의 연구[5]에서는 남성의 성욕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극 으로 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의 통 인 남

성성은 성매매와 일정하게 연 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매매 문제는 그들의 성 

처행동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남성들의 성 처행동은 성  욕구를 통제 혹

은 표 함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하기 해 개인이 취하

는 처방식을 의미한다[8]. 이러한 처방식은 남성들의 

신체 ·심리 인 특성  성 가치 ,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남

성들도 사회  편견 내지 주 의 시선 때문에 성  욕구

를 의도 으로 억제하여 성  욕구 표출을 자제하고 있

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개방화된 사회  분 기가 나타

나면서 성에 해 좀 더 극 으로 표 하고 이것이 성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남성들의 성 처행동은 

사회문화  환경과 성 가치 이 반 되어 자신의 욕구 

해소에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남성들의 성 행동과 표

출방식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13].  

혼자 생활하는 남성들이 외로움이나 허 함을 달래고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능 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들의 개방 인 성 태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

하고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자신감을 부여하며,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7]. 하

지만, 성 욕구를 해결하기 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는 행 이다. 물론, 인간은 구나 합리  의사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불법 인 

성매매에 해 주 하거나 고민하게 된다. 더욱이 자신

의 행동이 사회에서의 불법에 해당하는 범죄행 가 되어 

사회  이목이 집 되고, 주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거

나, 그 행 결과로 인한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이 상될 

때는 그 행 를 삼가게 된다[14]. 실 으로도 우리 사

회에서 성매매에 해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캠페인을 

개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좀처럼 근 되

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  상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특정범죄

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당한 욕구해소의 한 방편으로 인식

하는 변문화가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6].  

한편으로는 성매매와 련한 험요인을 분석하고 그 모

든 요인을 제거 는 차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들이 공식  제재를 알

지 못하거나, 성 범죄를 지르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

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처벌의 객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성매매는 지속될 것이다. 

Paternoster et al.(1983) 연구[10]에서는 억제의 개념

을 사회 내에서의 엄격한 법 ·공식  제재를 넘어선 비

공식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가족과 친구

의 비난, 자신의 양심과 도덕  의무와 같은 비공식  제

제에 한 인식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

다. 이러한 비공식  억제는 양심과 도덕  의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의 계 유지  그들의 비난을 포함

한 비공식  제재에 의해 불법행 에 해 실질 인 억

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11]. 더욱이 남성들의 성 욕구

는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

·심리  욕구는 물론, 계 인 사회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속성을 보이므로[12] 성매매 문제 역시 개인

의 특성은 물론 사회  향을 많이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회

에서의 공식  통제는 물론 범죄억제에서의 비공식  요

인까지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만혼 등으로 인해 혼

자 생활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 욕구 표 이 불법 인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욕구를 한 방식으로 

표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 처행동과 성매매 태도

의 계는 어떠한가?



무배우자 남성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Feb; 13(2): 13-22

둘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범죄억제에 한 인식은 성 

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에서 조 효과를 갖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남성들이다. 자료를 수집하기 

해 기업체  지역복지  등을 찾아가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다. 조사 상

자들의 질문에 한 이해도를 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2014년 6월에 비조사를 실시하 고, 이

를 토 로 문항을 수정하여 2014년 10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327부를 배포하여 302부가 회수

(회수율: 92.3%)되었으며, 그 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

을 제외한 28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3.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 처행동을 측정하기 해서 나임

순(2006)[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 다. 이 

척도는 ‘부부 는 이성친구와 성 계를 한다’, ‘성행  

장면을 상상한다’, ‘성행 가 묘사되는 화를 본다’ 등의 

표  처행동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 요인

의 응답범주는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고, 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  표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임순(2006)[13] 연구

에서 표  성 처행동의 Cronbach's α값이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4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억제에 한 인식을 측정하 기 해서 

한성일(2013)[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 다. 

이 척도는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경찰에 발될 것

이다’, ‘사회에서 성을 사도록 고하는 행 는 불법이다’ 

등의 공식  억제 6문항과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가족, 

친구와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는 사회 으로 성공하는

데 많은 지장을  수 있다’ 등의 비공식  억제 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하 요인 응답범주는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의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며, 각 요인의 수의 합이 높을수록 범죄 억

제에 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와 련하

여 한성일(2013)의 연구[6]에서 Cronbach's α 값은 공식

 억제 역 .96, 비공식  억제 역 .97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공식  억제 역 .74, 비공식  억제 역 .82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한 태도는 ‘나는 기회가 된다

면 성매매를 할 것이다’의 문항을 이용하 고 10 의 보

기카드로 측정하 다. 이 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해 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성 처행동, 범

죄 억제에 한 인식  성매매 태도 수 을 살펴보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성매매 태도에 한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 t-test, ANOVA  scheffe검

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성 처행동  범죄 억제에 

한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성 처행동과 범죄억제에 한 인식의 하 요인과의 상

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성 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계에서 범죄억제에 한 인식 요인의 조 효과를 검증

하 다. 이 과정에서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평균 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사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한 조사 상자 286명의 인구사회학  특

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들의 연령을 살

펴보면, ‘41세 이상∼50세 이하’ 82명(28.7%), ‘31세 이상

∼40세 이하’ 78명(27.3%), ‘51세 이상∼60세 이하’ 71명

(24.8%)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시 지역’이 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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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군 지역’이 129명(45.4%)이었다. 교육수 은 ‘

학(2년제) 졸업’이 84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 학교 졸업’ 63명(22.3%), ‘고등학교 졸업’ 55명

(19.4%)이었다. 

조사 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8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 체로 좋지 않다’와 ‘ 체로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각각 59명(21.2%)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3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 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5명

(23.2%)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5명(72.7%)

이었고, 정기 으로 참여하는 단체 내지 모임 등의 사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51명(53.4%)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N %

Age(Yr)

(n=286)

31∼40

41∼50

51∼60

≥ 61

 78

 82

 71

 55

27.3

28.7

24.8

19.2

Area

(n=284)

country

city

129

155

45.4

54.6

Education

level

(n=283)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3

 55

 84

 63

 28

18.7

19.4

29.7

22.3

9.9

Healthy 

status

(n=278)

very bad

bad

so-so

good

very good

 57

 59

 78

 59

 25

20.5

21.2

28.1

21.2

9.0

Economic 

status

(n=280)

very bad

bad

so-so

good

very good

 52

 65

 93

 36

 34

18.6

23.2

33.2

12.9

12.1

work

(n=282)

no

yes

 77

205

27.3

72.7

social 

participation

(n=283)

no

yes

132

151

46.6

53.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수 을 살펴보았고, 그 결

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우선, 표  성 처행동

은 3.13(SD=.729)으로 나타나 보통수 보다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범죄 억제에 한 인식에서 공식  억제

는 2.88(SD=.962)이었고, 비공식 억제 2.95(SD=.767)로 

나타나 범죄억제에 한 인식은 보통수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한 태도는 6.81 

(SD=1.503)로 나타나 성매매에 해서는 보통 수  이상

으로 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Categories M(SD) Min Max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3.13(.729) 1.00 5.00

crime

deterrence

official 2.88(.962) 1.00 5.00

unofficial 2.95(.767) 1.00 5.00

prostitution attitude 6.81(1.503) 5.00 9.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조사 상자들의 성매매 태도에 하여 집단별 수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조

사 상자의 거주 지역(p<.05), 교육수 (p<.01), 건강상

태(p.<01), 근로활동 여부(p<.01), 정기 으로 참여하는 

모임 내지 단체 등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p.<01) 등에 따

라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시 지역이 6.99(SD 

=1.45) 이어서 군 지역의 6.62(SD=1.54)보다 더 높았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094, p<.05). 

교육수 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 학교 졸업’한 집단이 

6.56(SD=1.58)로 가장 낮았고, ‘ 학교 졸업 이하’가 

7.39(SD=1.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474, p<.01). 

그리고 조사 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른 성

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 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각각 7.12(SD=1.64), 6.99(SD=1.29)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6.48(SD=1.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257, p<.01). 근로활동 여

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근로활동이 ‘있음’이라고 응답

한 경우에 6.97(SD=1.50)로 나타나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6.38(SD=1.43)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t=-2.953, p<.01). 사회활동 여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사회활동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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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7.15(SD=1.49)로 나타나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의 6.53(SD=1.46) 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491, p<.01). 

                Categories M(SD) t/F

Age(Yr)

(n=286)

31∼40

41∼50

51∼60

≥ 61

6.78(1.49)

6.88(1.53)

6.79(1.30)

6.80(1.14)

.754

Area

(n=284)

country

city

6.62(1.54)

6.99(1.45)
-2.094*

Education

level

(n=283)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7.39(1.41)b

6.90(1.56)ab

6.65(1.32)a

6.56(1.58)a

6.64(1.44)a

4.474**

Healthy 

status

(n=278)

very bad

bad

so-so

good

very good

6.48(1.34)a

6.67(1.15)a

6.69(1.51)a

7.12(1.64)b

6.99(1.29)ab

4.257
**

Economic 

status

(n=280)

very bad

bad

so-so

good

very good

7.03(1.61)

6.90(1.47)

6.73(1.57)

6.93(1.14)

6.88(1.14)

1.872

work

(n=282)

no

yes

6.38(1.43)

6.97(1.50)
-2.953

**

social 

participation

(n=283)

no

yes

7.15(1.49)

6.53(1.46)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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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 계 분석결과는 다

음 <Table 4>와 같다. 조사 상자들의 건강상태(r=.171, 

p<.05), 근로활동 여부(r=.212, p<.01), 표  성 처행

동(r=.324, p<.01)은 성매매 태도와 정 인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 (r=-.146, p<.05), 사회

활동 여부(r=-.196, p<.01), 범죄억제에서의 공식  억제

(r=-.297, p<.01)·비공식  억제(r=-.208, p<.01)는 성매

매 태도와 부 인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배우자 남성들의 교육수 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표  성 처행동이 강할수록, 범죄억제

에 한 인식이 낮을수록 성매매를 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4.4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배우자 없는 남성들의 성 처행동이 성

매매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이 계에서 범죄

억제에 한 인식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모델Ⅰ에서는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 , 건강상태, 경

제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활동 참여 여부 등의 인구사

회학  변인들을 투입하 다. 모델Ⅱ에서는 표  성 

처행동을 추가 으로 투입하 으며, 모델Ⅲ에서는 범

죄억제에서의 공식 ·비공식  억제를 각각 투입하 다. 

마지막으로 모델Ⅳ에서는 성 처행동과 범죄억제에 

한 하 요인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 효과를 검

증하 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

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모델Ⅰ에서는 교육수 (β=-.133, p<.05), 건강상

태(β=.157, p<.05), 근로활동 여부(β=.249, p<.01), 사회활

동 참여 여부(β=-.223, p<.01) 등이 그들의 성매매 태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

은 9.0%로 나타났다(F=5.333, p<.001). 모델Ⅱ에서는 조

사 상자들의 교육수 (β=-.119, p<.05), 건강상태(β

=.149, p<.05), 근로활동 여부(β=.236, p<.01), 성 처행

동(β=.371, p<.001) 등이 성매매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 

8.9% 유의미하게 증가한 17.7%로 나타났다(F=9.102, 

p<.001). 모델Ⅲ에서는 교육수 (β=-.120, p<.05), 건강상

태(β=.146, p<.05), 근로활동 참여 여부(β=.231, p<.01), 

사회활동 참여 여부(β=-.189, p<.01), 표  성 처행

동(β=.334, p<.001), 범죄억제에서의 공식  억제(β

=-.315, p<.001)  비공식  억제(β=-.220, p<.01) 등이 

성매매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

델Ⅲ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13.7% 유의미하게 증가한 

31.2%로 나타났다(F=14.271, p<.001). 마지막으로 모델Ⅳ

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교육수 (β=-.117, p<.05), 건강

상태(β=.141, p<.05), 근로활동 여부(β=.212, p<.01), 사회

활동 여부(β=-.184, p<.01), 표  성 처행동(β=.321, 

p<.001), 범죄억제에서의 공식  억제(β=-.28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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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t β t β t β t VIF

age

area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work

social participation

-.114

.107

-.133

.157

-.090

.249

-.223

-2.121

2.081

-2.419
*

3.031
*

-1.808

4.526
**

-4.056
**

-.111

-.105

-.119

.149

-.084

.236

-.208

-2.098

-2.064

-2.202
*

2.838
*

-1.829

4.287
**

-3.870
**

-.097

-.091

-.120

.146

-.081

.231

-.189

-1.967

-1.871

-2.235
*

2.794
*

-1.785

4.198
**

-3.563
**

-.085

-.093

-.117

.141

-.077

.212

-.184

-1.883

-1.934

-2.159
*

2.688
*

-1.682

3.921
**

-3.554
**

1.113

1.150

1.060

1.059

1.063

1.126

1.103

 expressive sexual coping behavior  .371 5.812
***

.334 5.448
***

.321 5.273
***

1.202

  crime deterrence
  official 

  unofficial

-.315

-.220

5.184
***

-4.012
**

-.288

-.170

-4.832
**

-3.399
*

1.191

1.137

expressive*official

expressive*unofficial

-.142

-.103

-2.705
*

-2.034

1.492

1.370

R
2 

Adj. R
2 

△R
2
 

F

.111

.090

5.333
***

.199

.177

.089
***

9.102
***

.336

.312

.137
***

14.271
***

.364

.337

.029
**

13.138
***

dummy variable: area(country-0), work(no-0), social participation(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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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ttitude 

 Categories age area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work

social

participation

expressive

behavior

    crime deterrence

official unofficial

prostitution

 attitude
-.085 -.082 -.146

*
.171

*
-.074 .212

**
-.196

**
.324

**
-.297

**
-.208

**

dummy variable: area(country-0), work(no-0), social participation(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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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비공식  억제(β=-.170, p<.01)가 성매매 태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  성 처행동과 

범죄억제 요인 하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공식  억

제에서만 유의미하게 향(β=-.142, p<.05)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Ⅳ의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2.9% 유의미하게 증가한 33.7%로 나타났다(F=13.138, 

p<.001). 

5. 결론

본 연구는 , 세종,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

자 없는 286명의 남성을 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 처행

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이 계에

서 범죄억제에 한 인식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그에 따른 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매매에 한 태도는 보통

수  이상으로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유배우자 남성들의 성매

매 인식을 측정한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난[14] 것이므로 

이들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한 조속한 응방안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 인 가족 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조사 상자들의 교육수 ,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

부, 사회활동 여부, 표  성 처행동, 범죄억제 인식에

서 공식 ·비공식  억제가 성매매 태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성 처행동, 범죄억제

에서의 공식  억제, 근로활동 여부 등이 성매매 태도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 상자의 표  성 처행동과 성매매 태

도와의 계에서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은 조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은 표  성 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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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표  성 

처행동과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의 상호작용 항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부 (-)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이 높을수록 표

 성 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정 (+) 향의 

정도가 낮아지며, 반 로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

이 낮을수록 표  성 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

는 정  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배우자 남성들의 표  성 처행동이 높은 경

우에는 성매매에 해 보다 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으며(주효과), 표  성 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

치는 향에 해서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이 강

한 경우에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완충효과) 범죄억

제에 한 공식  인식이 높은 경우에는 표  성 처

행동이 다소 높더라도 성매매에 한 함 정도가 낮

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 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한 

정책 ·실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범죄 억제에 한 인식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식  억제에 한 인식이 성매

매 태도에 보다 크게 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 처행동

과 성매매 태도와의 계에서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므

로 성매매 련 규정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단에 있어서도 재범 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 피해자

와 가족들의 고통, 정신  충격  피해 등을 가 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14]. 한, 비공식  제재도 

성매매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배

우자는 물론 일반인을 상으로 성범죄에 한 교육을 

진행하여 성에 한 사회  인식을 엄격히 함으로써 올

바른 성행동 근을 도모하고 음성 인 아닌 실제 이고 

개방 인 성 행동 로그램을 제작하고 보 함으로써

[15] 성매매 행  차단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

께, 사회 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 인 가족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개별  차원의 근이 아

닌 가족경험의 왜곡, 소외 등에 한 극  처가 필요

하다[19]. 나아가 성매매가 일어나는 환경을 개선하고 성

매매를 하는 업주  여성에 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무배우자 남성들의 표  성 처행동이 성매

매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표  수

도 보통수 보다 조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무배우자 

남성 집단을 한 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

하거나, 올바른 성 욕구 표 을 한 체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표  성 처행동이 성매

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성에 한 올바른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성 지식은 성 태도, 성 가치

을 변화시키는 정 인 역할을 기 할 수 있으며[16], 

사회  행이나 기성세 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

의 의지나 단에 의한 책임성 있는 성  행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더라도 성

을 육체  성 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

이에 이루어지는 친 한 교감으로 다루어야 하고, 다양

한 표 방법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행 로 인식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공론화가 요구되며[17], 나아

가 건 한 성문화 정착과 성매매 정당성에 한 태도 변

화 등에 을 둔 커뮤니 이션 략[18]이 국가 차원에

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매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장에서의 건 한 성 문화  회

식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음

주문화는 가정 폭력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가족 해체

를 래하거나, 조직 차원의 집단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사회 인 병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의 회식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도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으

므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서  조  내지는 성  자극을 수용하는 성교육 로

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 까지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국 

사회에서 무배우자 남성들은 유배우자 남성들보다 성매

매에 한 태도가 보다 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에 

한 표  역시 보통수 보다 조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실

증  분석을 통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무배우자의 성 

문제에 한 사회  차원의 조속한 응이 필요함을 제

시하 다. 한, 무배우자들의 범죄억제에 한 공식  

인식을 통해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근 하기 한 실천 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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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 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혼, 만혼 등의 여러 가

지 이유로 독거생활을 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

속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무배우자 남성들의 성 문제에 

한 사회  심과 함께 그들의 개별 인 요인은 물론 

가족과의 문제를 포함한 포 이고 장기 인 해결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무배우자들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해서는 그들의 올바른 성 처행동을 확립하고, 성매

매 련 법률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은 물론,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의 보다 많은 심이 요구된다. 나아가 성범

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의 보다 통합 이고 다각 인 방향에서 이 문제에 해 

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등의 일부 지역 무배우자 남성만

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후속연구에서는 배우자 없는 남녀를 

비교해 보거나, 무배우자가 된 이유 등을 기 으로 각 집

단을 나 어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무배우자들의 성매매 태도가 실제 성매

매로 이어졌는지에 한 후속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질 인 성매매 방지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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