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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 제주지역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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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성역할 고정 념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제주에 치한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 600명  408명((남, 127명, 여, 281명)이었으며, 성역할 
고정 념,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 분석 결과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폭력 허용도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둘째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성폭력 허용도가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가장 큰 향을  요인은 성폭력 
허용도 다.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와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본연구의 표 화 경로계수는 성역할 고정 념에서 성폭력 허용도
(29, p=.000)로,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42, p=.000)으로 가는 향력을 보여줬다. 매개의 효과성에서 간 효과는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11, p=.01)에서 나타났고, 직 효과는 성역할 고정 념에서 성폭력 허용도(28, p=.000)로,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40, p=.000)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성역할 고정 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 으
로 향을 미치기보다는 성폭력 허용도를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 은 성역
할 고정 념과 성폭력 허용도를 낮추어 성폭력 피해를 감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져 성폭력 피해가 방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administered to 408 (male, 127, female, 281) out of the 600 university students residing in Jeju with the inventory 
of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in (conjunction with th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Second, the relationship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monstrated that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s of gender role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giving rise to sexual violence in dating.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equation coefficients and path-mediated effects, th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influence in this study, viz. gender role stereotypes to permissiveness (29, p=.000) of sexual violence and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to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42, p=.000), were found to have an impact.
In an indirec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arameters showed i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11, p=.01), direct effects were demonstrated from stereotypes of gender role to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28, p=.000) and from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to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40, p=.000). In
the end, this implies that gender role stereotypes does not influ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directly, but
indirectly by mediating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gender role
stereotypes and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need to be reduced, so that sexual violence can be prevented. In 
other words, a higher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will lower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and this, in turn, 
will also prevent sexual violence.

Keywords : dating,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stereotypes of gender role,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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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생 시기는 발달  측면으로 볼 때, 청소년 후기와 
기 성인기에 속하여 친 성 획득과 이성 계의 경험들

을 극 으로 추구하는 시기로서, 성  활동을 극

으로 하는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데
이트 계가 항상 로맨틱 할 수는 없고,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친 함을 제로 발생한다. 즉, 각자의 성  심

이나 성행동의 요구수 이 다를 때, 서로간의 생각과 기
 차이로 성  갈등을 발생하게 하고, 때론 이러한 성  

갈등이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한다[2].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 ～ 20세 
성범죄는 강간이 1,240건, 유사강간이 75건, 강제추행이 
3,223건, 기타 215건으로 보고되었다[3]. 한 이들 성범
죄 에서 애인 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자

는 36,362명으로 하루 평균 20여명이 데이트 폭력의 고
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4]. 이 듯 데이트 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가 어떤 심리 인 경로에 의해 

일어나는가?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고, 사회가 원하

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기 해 각 성별에 합한 가

치, 태도, 행동, 특성 등을 배운다. 통 으로 각 개인의 

학습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느 지 엔가 연속선상에 있

으며, 그것이 그 개인의 성역할 고정 념 정도를 나타낸

다고 본다[5]. 성역할 고정 념이란 자신의 성에 한 지

도(sexual schema)를 형성하며, 이러한 성에 한 지도
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6]. 컨
 자신의 갖고 있는 sexuality에 따라 자신의 선호하는 
상을 보게 되면 시각 으로 그 정보를 뇌에 달함과 

동시에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감정에 따른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된다[7].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행
동의 측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행동은 성폭
력 허용도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Radlove(1983)는 
성 자극에 반응하는 생물학  능력을 생체학  체계라

고 하고, 문화  메시지를 내면화된 성을 심리사회  체

계, 그리고 개인의 성  태도  신념에 한 체계를 성

가치체계라 하고, 이 세가지 체계들은 서로 련이 있
다라고 했다.
이성간의 성행 에 한 성  허용성의 연구에서 ‘성
계에 있어서 친 한 여러 가지 신체  을 받아들

이는 정도’로 Reiss[8]는 정의하고 있다. Park[10]은 사

이버 음란물 빈도에 따라 성폭력 허용정도가 높으

며, 오래 볼수록 물리  성폭력 허용정도가 높다라고 하

다. 이는  데이트 계에서 키스, 애무, 그리고 성행  

 어디까지 받아들이는가를 의미한다[9]. 를 들면 성

폭력 허용도의 형성은 청소년들의 SNS, 스마트폰, 인터
넷등의 쉬운 근으로 인하여 폭력 피해경험과 폭력에 

한 인식, 태도 등이 개인의 인식체계 뿐만 아니라 성 
고정 념에 향을 주게 된다. 이는 폭력을 강화 시키거
나 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폭력의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인의 성격이나 세계 에 작용하여 잘못된 

가치 , 즉 성역할 고정 념을 가지게 되면서 성행동으

로 나타내게 된다[11].
성역할 고정 념(Gender-roll stereotype)은 문화가 성

별에 따라 한 것으로 규정되는 행동이나 태도들을 

자신의 성별에 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으로 수되
어 습득하게 되면서 성별에 한 형  특성들에 한 

신념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심리 , 행
동  특성을 구별 짓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조화할 뿐

만 아니라 합한 행동, 활동, 직업에 한 이분법 인 

성역할을 말한다[6]. 컨  사회 안에서 ‘여성은 조용하
고, 수동 이어야 되고, 남성은 극 이고, 용감해야 한
다.’라는 성역할에 한 신념을 말한다. 이 듯 성역할 

고정 념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기본 이고 필수 인 것

으로 성차에 그 기 를 두고 있으며[5], 개인의 감정, 인
지, 태도 그리고 심리 사회  응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

이 사회 문화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

이 된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계에서 성역할 허용도

의 매개 역할을 악함으로서 성에 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을 정립하기 한 기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 계에서 성폭

력 허용도는 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1.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도식

 

Fig. 1. A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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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etition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학생들의 데이트 계에

서 성역할 고정 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 제주지역 4개 학(J 학교, H 학교, K 학교, 
HB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 600명을 상으로 
설문을 하 다. 조사는 각 학의 교양강의 시간에 교수
님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해 후 조사를 의뢰 

하 고, 설문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 보장, 익명처리, 
연구목 에만 사용 등을 설명 하 다. 4개 학에서 설
문은 600명을 설문을 받았으나,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으
로 명된 192명의 자료를 제외한 408명(남: 127명, 여 
: 281명)의 자료를 분석 하 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  특성 10문항, 성역할 고정 념 

15문항, 성폭력 허용도 10문항, 성폭력 피해경험 11문항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 념은 김선 (1998), 신성자(1997), 김은
주(1997), 장윤경(2002)의 연구와 Bem의 ‘Bem 
Sex-Role Inventory : BSRI(1981)’ 를 수정하여 사용한 
남 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
을 1 에서 5  척도로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로 구성되며 총 15문항이다. 신뢰도는 남 미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고정 념 도구는 성 공격, 성차별, 성 이 규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성되었다. 

2.2.2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는 Foo와 Margolin(1995)이 개발
하고 박미란(2007)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
구는 총 10문항의 5  척도의 도구로서, 수의 범 는 

10 에서 5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한 허

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박미란(2007)연구에
서 Cronbach's α 값이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
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허용도 도
구는 물리  성폭력 허용도, 언어  ․정신  성폭력 허

용도로 구성되었다.

2.2.3 성폭력 피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장윤경(2002)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  

척도로서 수의 범 는 11 에서 55 까지이며, 수

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장윤경(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주성분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도구는 
신체  성폭력 피해경험, 심리 ․언어  성폭력 피해경

험으로 구성되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생의 성역할 고정 념의 성폭력 허용

도, 성폭력 피해경험 간의 직․간 효과를 알아보기 

해 연구모델을 설정하 다. 통계  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0.0의 다
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 검증 차를 통

해 측변인들에 한 다변량 정규분포성과 변인별 왜도

와 첨도를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 모델 합도는 최 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 차를 용하
여 합도 지수인 χ2값(=CMIN)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를 통해 평가하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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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ship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result                                 (N=408)
 F1 F1-1 F1-2 F1-3 F1-4 F2 F2-1 F2-2 F3 F3-1 F3-2

F1 1 　 　 　 　 　 　 　 　 　 　

F1-1 .78** 1 　 　 　 　 　 　 　 　 　

F1-2 .70** .48** 1 　 　 　 　 　 　 　 　

F1-3 .74** .46** .43** 1 　 　 　 　 　 　 　

F1-4 .76** .45** .33** .34** 1 　 　 　 　 　 　

F2 .25** .12* .15** .25** .21** 1 　 　 　 　 　

F2-1 .19** .06 .14** .22** .15** .90** 1 　 　 　 　

F2-2 .26** .15** .13** .22** .24** .92** .65** 1 　 　 　

F3 .16** .08 .09 .14** .16** .34** .25** .37** 1 　 　

F3-1 .19** .12* .11* .16** .16** .30** .20** .34** .94** 1 　

F3-2 .11* .01 .05 .09 .14** .34** .27** .35** .91** .71** 1
M 2.10 2.46 1.87 2.01 2.05 1.57 1.48 1.67 1.18 1.21 1.14
SD .42 .51 .47 .58 .70 .58 .60 .69 .48 .56 .48
W -.26 -.55 .14 .13 .07 1.83 2.14 1.28 4.04 3.71 4.38
K .35 .61 -.25 -.32 -.66 5.49 6.92 2.15 20.17 15.62 22.00

*** p<.001, ** p<.01, * p<.05
F1: stereotypes of gender role, F1-1: Sexual attacks, F1-2: Sexual discrimination, F1-3: gender double standards, F1-4: masculinity, 
femininity, F2: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2: 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1: Physic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2: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Table 2. Model Fit Summary

A Study on Model
(completely mediated model)

χ² df p NFI RFI IFI TLI CFI
RMSEA
HI / LO

24.48 12 .017 .98 .97 .99 .99 .99
.05

.08 / .02
Competition model
(Partial mediated model) 46.02 17 000 .95 .92 .97 .95 .97

.07
.09 / .04

A Study on Model:
Competition model:

RMR: .01, GFI: .98, AGFI: .96, PGFI: .42
RMR: .02, GFI: .97, AGFI: .94, PGFI: .46

본 연구에서 먼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

험과의 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의 측변수

간 상 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인 성역할 고정 념, 성인식

도,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사이의 련성을 알
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허용도, 그리고 성폭력 피

해경험과의 계는 정  상 을 나타내고 있다.

3.2 성폭력 허용도 매개모형 

3.2.1 측정모형 검증

[Table 2]는 모형 합도로서 수용 가능한 합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모든 합도 지
수가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 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

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추정하 다. 이  연구

들을 바탕으로 성인식도,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

해경험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한 매개모형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1(2모형:경쟁모
형) (χ² : 24.48(46.91), df ; 12(17), p : .017(.000), NFI 
: .98(.95), RFI : .97(.93), IFI : .99(.97), TLI : .99(.95), 
CFI : .99(.97), RMSEA: .05(.07))로서 모형 합도는 
수용 가능한 합도를 보 다.

3.2.2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관계에

서 성폭력 허용도 경로모형(연구모형과 경쟁

모형)

연구모형에서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허용도, 그
리고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가는 경로는 [Table 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05수 에서 모두 유의하다. 그러나 경
쟁모형에서는 성역할 고정 념의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2.3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하여 직

효과와 간 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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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standar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he variables Unstandar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A Study on 

Model(completely 
mediated model)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49 .10 4.72 .29***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30 .05 5.77 .42***

Competition 
model(Partial 

mediated model)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49 .10 4.70 .28***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28 .05 5.17 .40***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experience .08 .08 1.04 .07

Table 4. Standardized Total Effects,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Categories total effec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28*** .28*** -

stereotypes of gender role -> sexual violence experience .18 .07 .11**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40*** .40*** -

매개모형에서 측변인이 결과 변인을 설명하는 효과

는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
로 가는 경로의 직 효과와 측변인이 매개 변인을 거

쳐 결과 변인으로 가는 간 효과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3.2.4 연구모형의 완전매개모형

완 매개모형(연구모형)을 [Fig 3]에 제시하 다.
 

F1: stereotypes of gender role, F1-1: Sexual attacks, F1-2: Sexual 
discrimination, F1-3: gender double standards, F1-4: masculinity, 
femininity, F2: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2: 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2: Physic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ig. 3. completely mediated model by gender roll 
stereotype, sexual violence experience,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하여 sobel-test를 실시하 는데 매

개모형에서의 z값이 3.48(p<.00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으므로 성폭력 허용도의 완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연구는 학생의 성역할 고정 념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 상은 제주도에 치한 4개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 408명(남, 127명, 여, 281명)의 설문을 
분석하 고, 설문 척도는 성역할 고정 념 척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 성폭력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 에 측정 변인

들 간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 상 을 보 다. 이는 
성역할 고정 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아지고, 
한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컨  생애 기부터 성역할 사회

화 과정에서 사이버 음란물 빈도가 높을 때 폭력에 

한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향을 주게 

되어, 학생의 데이트 계에서 성폭력 피해 확률이 높
다는 선행연구[10-13]와 일치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

지 알아보기 하여 완 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
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

써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성폭력 허용도가 성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계를 완  매개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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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형의 채택되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 념은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 념이 제 로 형성이 되면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지

고 따라서 성폭력 피해는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정리하면 성역할 고정 념이 높을수록 음란물 공

유를 많이 하게 된다는 Seo[14]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고정 념이 높을수록 남성은 강한 성욕을 표 해야만 남

자답다는 잘못된 인식과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계없이 

남성이 이끄는 로 따르는 것이 여자답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났
듯이 성폭력 피해에는 성폭력 허용도가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허용도가 형성되는 여러 가
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  인터넷 근이 쉬워지면서 인

터넷 음란물에 이 쉬워지고, 음란물에서 왜곡된 성
에 한 인식이 데이트 계에서 성 충동을 강화하게 

되며[15], 더 나아가 성행동으로 표 되게 된다. 특히 스
마트폰은 움직이는 인터넷의 장으로서 노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역할 고정 념이 올바르게 인식 한다면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성 고정 념이 잘 형성된 

학생은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지게 되고, 데이트 계
에서 성폭력 피해는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를 인용한다면 “선정 인 로그램을 시청할지라도 가

정에서 가치  교육이 강할수록 이것이 청소년의 성에 

한 가치  혼동이나 변화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8, 
재인용]라고 하 다. 다시말해 성역할 고정 념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에 한 바른 가치 을 갖출수록, 성
폭력 허용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 념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내  작동으로 성폭력 허용도에 작용을 하

여 성폭력 피해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
에 본 연구는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역할 고정 념과 성폭력 피해경험간의 계성을 보다 

정교화 시켰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 고정 념이 어떠

한 과정을 거쳐 성폭력 피해에 향을 주는지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감소하기 해서는 성역할 고정 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허용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이미 과거에 
형성된 성태도는 한번에 변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함
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성역할 고정 념과 양성평등  인

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

제 데이트 계에 있어서 상 방의 배려와 존 에 한 

지각을 할 수 있는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으로 인식체

계의 변화와 조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써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

아져 성폭력 피해가 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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