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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하는
중ㆍ고등학생의 분포와 사회ㆍ심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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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 of Demographic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with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Material or the Adults-Only Internet Chatting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Sun Mi Shin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Geumsan, Korea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valence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and to investigate association with demographic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It was cross-sectional study by using secondary
data from 14,289 subjects, Standard Survey of middle and high school in 2010, Seoul. Descriptive and Chi-square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identify prevalence of and odds ratios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e prevalence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was 5.8% and was higher in male (9.1%) and high school students (7.4%). Its odds ratios
associated with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were 6.08 times for male, high vs
middle school students 2.07 times. Also, its odds ratio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were school bullying 2.31 times,
threatened safety because of violence 1.55 times, and severe consideration of a runaway from home 1.60 times. Therefore, to
prevent the use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lternative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to intervene 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psychosocial weak students including
school bullying, violence, and a runaway from home. (Korean J Str Res 2013;21: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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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청소년에서 인터넷 채팅은 흔한 것으로 청소년간의 친
근감이 형성될 수 있지만, 건전하지 못한 활동과도 연계되
어 청소년기 부적응 등의 나쁜 결론을 가져 오기도 한다
(Berson et al., 2002; Berson, 2003). 그러므로 과도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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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인 인터넷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

재료 및 방법

는데(Borzekowski et al., 2001; Deirmenjian, 2002; Block, 2008;
Cooney et al., 2009), 이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폭력에 둔감

1. 연구설계

하게 되고, 성문화가 더욱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인터넷 게임중독은 폭력범죄와 연결되고, 인

서울시 학교건강검사의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음란

터넷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채팅은 성비행과 관련되는 경

물 또는 성인사이트 채팅률과 인구 및 사회ㆍ심리학적 관

향을 띠고 있다(Robinson et al., 2001).

련 변인을 파악한 서술적 단면조사연구이다.

청소년 시기는 성적 호기심이 높고, 또 성에 대한 사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과 환상의 구분에 취약함으로서 온라인 성 컨텐츠의 주요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성관련 컨텐츠

2010년도에 서울시 중ㆍ고등학교의 표본학교에서 조사

는 청소년이 조기 성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

된 학생건강검사의 원시자료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라, 본인이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누군가와 성에

원시자료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의 학교유형, 성별, 사회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거나, 성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

경제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비례배분방식의 다단계 집락

과도 관련이 있다(Mitchell et al., 2001; Stahl et al., 2002). 또

무작위에 의해 표출된 표본 중ㆍ고등학교 학생 14,289명이

한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다. 해당 조사대사자는 건강위험행동과 생활습관을 알기

으로 통한 성 활동에 적극적인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취약

위한 문진표에 자가 응답하였고, 이때 조사되는 내용이 비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임을

실명으로 통계 처리됨을 문진표에 서면으로 안내하였다.

알 수 있었다(O'Connell, 2003).

그 중 본 연구대상자는 14,719명으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기반의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

트 채팅 문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430명을 제외한

팅에 대한 평가는 활발하지 않았다. 즉 문제 있는 음란물

후의 대상자이다(원자료의 97.1%).

이용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에 대한 역학적 규모도 모를 뿐

본 연구자는 학생건강검사의 표본조사 자료의 분석을

아니라,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관련 변인도 알 수

의뢰받아 분석한바 있으며, 이때 청소년 건강정책을 위해

없어 중재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아직 활발하

추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허락받았다. 또 본 연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명, 이름, 생년월일,

표본학교 학생건강검사의 2차 자료 중 ‘음란물을 보거나

반과 번호 등의 개인 식별변수는 분석에서 제외 후 집단단

성인사이트 채팅을 자주 한다’라는 설문문항에 ‘예’로 대

위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답한 학생의 규모를 우선 파악한 후, 인구학적 특성과 사

3. 연구변수

회ㆍ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의 중재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원시자료의 문진표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

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수는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 채팅을 자주 한다’에

첫째, 중ㆍ고등학생에서의 음란물 이용 및 성인사이트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이었고, 독립변수는 인구학

채팅률을 성별, 중ㆍ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적 특성을 알기위한 3문항(성별, 학년)과 사회ㆍ심리 특성

둘째, 괴롭힘이나 따돌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지

을 알기위한 3개 문항(괴롭힘이나 따돌림, 가정이나 학교

난 1년 동안의 가출생각을 경험한 중ㆍ고등학생과 그렇지

에서 폭력의 위협, 지난 1년 동안의 가출생각)이었다.

않은 중ㆍ고등학생에서 음란물 이용 및 성인사이트 채팅

4. 분석 방법

률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셋째,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채팅 이용률에 대한 인구ㆍ

기술통계를 통해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 채팅을

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ㆍ심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교차

자주 하는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괴롭힘이나 따돌

비를 통해 확인한다.

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위협, 지난 1년 동안 가출생
각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였다. 또 Chi-square test를 통해 인
구학적 특성별, 그리고 사회ㆍ심리학적 특성별 음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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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인사이트 채팅률을 파악하였다. 또 모든 독립변수를

2. 사회ㆍ심리 특성별 음란물과 성인사이트채팅의 이

투입하여 보정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음란물이

용 분율

나 성인사이트 채팅 관련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교차비
를 통해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는 SAS 9.02를 이용한 것으

전체 학생 중 4.6%의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괴롭힘이

였다.

나 따돌림을 당한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
의 빈번한 이용자는 11.4%로 당한 적이 없는 학생의 5.5%

결

과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학생 중 폭력으로 인해 안
전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은 2.0%이었다. 안전을 위협받고

1. 인구학적 특성별 음란물과 성인사이트채팅의 이용

있는 학생 중 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분율

이용자는 13.2%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5.6%보다 높았다.

14,289명의 연구대상자중 5.8%가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는

채팅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과

학생은 전체 중 12.2%이었다.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여학생 각각에서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

학생 중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용

용자는 9.1%, 1.6%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음란물과

자는 8.5%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5.4%보다 높았다(Table 2).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용자는 각각 4.2%와 7.4%이
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evalence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and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bjects (%)

Prevalence percent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Total
Gender
Male
Female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14,289 (100%)

5.8

7,909 (55.4)
6,380 (44.6)

9.1
1.6

359.09/＜.001

7,136 (49.9)
7,153 (50.1)

4.2
7.4

67.39/＜.001

2

X /p-value

Table 2. Prevalence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and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 by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I have ever been bullied from friends for last one year
Yes
No
I have been threatened my safety at home or at school because of violence
Yes
No
I have ever seriously considered a run away from home for last one year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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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Prevalence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650 (4.6)
13,639 (95.4)

11.4
5.5

280 (2.0)
14,008 (98.0)

13.2
5.6

1,749 (12.2)
12,540 (88.1)

8.5
5.4

2

X /p-value

39.2/＜.001

28.9/＜.0001

26.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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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justed odds ratios of frequent watching pornography or chatting in the adults-only internet sites by model.
Adjusted odds ratios (95%CI) of each model
Variables

Reference

Mal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I have ever been bullied from
friends for last one year
I have been threatened my safety
at home or at school because of
violence
I have ever seriously considered a
run away from home for last
one year

No
No

No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0.46
(0.30∼0.71)
6.99
(4.35∼11.22)
0.72
(0.16∼3.26)

2.46
(1.88∼3.23)
-

14.93
(10.45∼21.34)
-

2.17
(1.52∼3.09)
1.14
(0.66∼1.96)

2.43
(1.57∼3.77)
2.19
(1.25∼3.84)

1.12
(0.64∼1.97)

2.04
(1.54∼2.71)

1.34
(1.01∼1.77)

Total

Male

Female

6.08
(4.94∼7.49)
2.07
(1.78∼2.41)
2.31
(1.75∼3.04)
1.55
(1.05∼2.28)

-

-

2.67
(2.26∼3.16)
1.48
(1.05∼2.09)
1.87
(1.25∼2.80)

1.60
(1.31∼1.94)

1.75
(1.42∼2.16)

3. 인구 및 사회ㆍ심리 특성별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고

채팅의 교차비

찰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용에 영향을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ㆍ심리특성의 영향력을 전체

등과 같은 성 관련 컨텐츠 이용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가

대상자,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각각 모형의

많다. 그러나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성관련 컨텐츠에 대

교차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음란물이나 성인사이

한 용이한 접근이 가능 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더라도 음

트 채팅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6.08의 교차비를 보였

란물 동영상에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도 과거보다 많아지

다. 특히 고등학생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4.93의

고 있다. 특히 중ㆍ고등학생은 발달 단계적으로 볼 때 자

교차비를 보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음란물 및 성

기조절과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 어느 시기보다 성적

인사이트 채팅의 교차비는 2.07이었다. 또 남학생만을 대

호기심이나 환상이 강하다. 그러므로 왜곡된 음란물이나

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차비

성인사이트 채팅은 중ㆍ고등학생의 건전한 성의식에 부정

는 2.67배로 높았고,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행태 연구에서 음란물이 성인사이트 채팅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차비가 0.46배로 평균교차비

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특히 청소년

2.07보다 낮았다.
지난 1년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연구는 더

있는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이용의 교차비

욱 미진하여 주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음란물 예방 전략이

는 2.31이었다. 특히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차비는 각각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한 음란물

6.99와 2.43으로 전체 평균 교차비 2.31보다 높았다. 가정이

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규모와 관련요인에 대한 확인을

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학생에서

통해 그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이용의 빈번한 교차비는 1.55

본 연구에 참여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5.8%가 음란물

이었으며, 또 남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교차비는 1.87과 2.19

또는 성인사이트 채팅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

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다.

결과, 인터넷사용이 많을 때 문제 있는 인터넷사용자가 많
았다(Cao et al., 2011). 그러므로 본 연구대상자 중 음란물과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는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채팅의 빈번한 이용의 교

성인사이트 채팅을 하는 중ㆍ고등학생 또한 주로 인터넷

차비는 1.60이었다. 특히 남학생과 중학생에서의 교차비는

을 이용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서울지

각각 1.75와 2.04로서 전체 평균 교차비보다 높았다(Table 3).

역의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인터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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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임을 하루 2시간이상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한 청소년에서 온라인을 통해 성 행

22.6%이었다(Shin SM, 2013).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은 병적

동 권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O'Connell, 2003). 본 연

인 인터넷 사용을 부추김으로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방

구결과, 전체 학생 중 4.6%의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친구들

해하고 있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채팅은 익명성이 보장

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괴롭

된다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청소년은

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타 인구 집단에 비해 더욱 더 익명성을 선호하고 있었다

채팅의 빈번한 이용자는 11.4%로 당한 적이 없는 학생의

(Berson et al., 2002). 또한 온라인 채팅 중 상대로부터 성행

5.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혼란변수를 통제 후에도 지

동에 대한 강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

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

움이 있는 청소년 인구나,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한 청소년

는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이용의 교차비는

에게 더욱 더 성을 강요하는 위협이 많았다(O'Connell,

2.31, 특히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차비는 각각 6.99와 2.43

2003).

으로 전체 평균 교차비 2.31보다 높았다. 전체 학생 중 폭

본 연구에서 볼때,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음란물 또는 성

력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은 2.0%이었다. 안

인사이트 채팅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과 여학

전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생 각각에서의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용

채팅의 빈번한 이용자는 13.2%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률은 9.1%, 1.6%이었고,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 후에도

5.6%보다 높았다. 또 혼란변수를 통제 후에 가정이나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6.08의 교차비를 보였다. 특히 고

의 폭력으로 안전을 위협 받는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

등학생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4.93의 교차비를

사이트 채팅의 교차비는 1.55이었고, 특히 남학생과 고등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학생에서 교차비는 1.87과 2.1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요 예측인자는 성별, 문제가 있는 인터넷 사용(Lam et al.,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

2009; Tsitsika et al., 2009; Cao et al., 2011), 온라인 게임(Tsai

는 학생은 전체 중 12.2%이었다.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et al., 2009)이었다.

본 학생 중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

학교 급별로 건강특성을 볼 때,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용자는 8.5%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5.4%보다 높았고, 혼란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와 행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인

변수의 통제 후에도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

터넷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볼 때 중학생에서는 8.3%, 고

게 생각해본 적 있는 학생에서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채

등학생에서는 9.0%, 대학생은 6.9%가 문제 있는 인터넷 사

팅의 빈번한 이용의 교차비는 1.60이었다. 특히 남학생과

용자이었고(Cao et al., 2011), 모든 시기의 학생 중 고등학생

중학생에서의 교차비는 각각 1.75와 2.04로 전체 평균 교차

에서 인터넷사용이 높았다(Lam et al., 2009; Ni et al., 2009).

비 1.60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음란물과 성인사이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서울지역의 중ㆍ고등학생으

트 채팅의 빈번한 이용자는 각각 4.2%와 7.4%로 고등학교

로 구성된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

에서 높았고,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 후에도 중학생에 비해

과를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둘째, 단

고등학생의 음란물 및 성인사이트 채팅의 교차비는 2.07,

면연구의 설계이기에 음란물이용이나 성인사이트 채팅과

또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

사회ㆍ심리적 특성과의 인과적 관계는 알 수 없으며, 셋째,

등학생의 교차비는 2.67배이었다. 그러나 여학생만을 대상

음란물 이용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의 심층적 구조 파악을

으로 한 모형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차비가

목적으로 한 연구 자료가 아니기에 집단별 차이에 대한 명

0.46배로 평균 교차비 2.07보다 낮았다. 교육 및 수입과 같

확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은 사회ㆍ경제수준이 건강행동에 서로 다른 차이로 반영

아동에서 청소년, 그리고 성인기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될 수 있는데(Kim JS et al., 2005), 과도한 인터넷사용은 사

조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또 우리나라 전체의 표

회적 소외와 관련되어 있다(Weiser, 2004). 그러므로 향후

본학생인구의 분석이 시도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될 필

연구에서는 청소년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에

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

선행연구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인구나,

한 청소년의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율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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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등학생의 음란물 이용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을 예방
하거나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여러 건강전략에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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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하는 중ㆍ고등학생의 규모와 사회ㆍ심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에 응답한 서울시 중ㆍ고등학생 14,289명이
었다. 분석은 기술통계와 Chi-square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을 자주 하는
학생의 분포와 관련요인의 교차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 채팅을
자주 하는 학생은 5.8%로, 특히 남학생과 고등학생일 때 9.1%, 7.4%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음란물과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교차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6.08,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은 2.07이었다. 또 사회ㆍ심리 특성과의 관계를 교차비로 볼 때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
한 적이 있는 학생에서 2.31, 폭력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은 1.55,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
게 생각해본 적 있는 학생에서 1.60이었다. 중ㆍ고등학생 학교건강증진 측면에서 음란물이 성인사이트 채팅의 빈번
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남학생과 고학년, 또 괴롭힘이나 따돌림, 폭력 및 가출 등의
사회ㆍ심리적 특성에 취약한 학생을 우선하는 예방 및 중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외 기타
변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단어: 음란물, 채팅, 청소년, 특성,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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