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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그 원인요인들 및 통제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원인요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요인을,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제약을 다뤘다. 그리고 세 원인요
인들의 영향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 대체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은 유사해 낮은 자기통
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크게 유의미했고 그 중에서도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의 상호작
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상이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원인요인 모두가 독립적으로만 유의미
하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
했고,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간의, 그리고 가부장가정과 기회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그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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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for explaining both contact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tests their interaction effects for examining buffering effects of control 
factors in causal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peers and patriarchy family environmental factor as causal factors. It also considers three control 
factors such as morality. legal punishment, and lack of opportunity and test interaction effect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in both contact and distribution cases. Using data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all causal factors are significant in both contact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However, 
their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are different across contact and distribution 
cases. In the contact case, all interaction effects are not significant. It means that causal factors have 
independent effects and control factors have no buffering effects. However, in the distribution cas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morality, between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morality, between patriarchy family and punishment, and between patriarchy family and lack of 
opportunity are significant. Empir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eyword :∣Contact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Causal and Control Factors∣Interaction 
Effects∣

    
접수일자 : 2021년 01월 20일
수정일자 : 2021년 02월 24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3월 04일 
교신저자 : 이성식, e-mail : lss824@ssu.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5466

I. 서 론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법 성콘텐츠에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이용으로 서로 
공유하고 심지어 타인을 직접 몰래 촬영하고 제작한 영
상을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단
순한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외에 불법 성콘텐츠 유통행
위를 설명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여기서 불법 성콘텐츠 
접촉은 누군가로부터 불법 성콘텐츠를 전달받거나 사
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내려받는 행위를, 그리고 불
법 성콘텐츠 유포란 자신이나 타인을 직접 촬영한 성영
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이외에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성
콘텐츠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업로드하여 재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원인 및 설명요인으로 기존 논의들에 근거 하여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요인, 친구의 영향 등 
사회학습요인 및 가부장 환경요인의 세 요인의 영향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불법 성콘텐츠 접촉
과 유통에서 어떻게 차별적일지를 비교하여 다루려고 
한다. 아울러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원인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통
제요인으로는 사회문화/윤리적, 사법적, 기술적 대책에 
따라[1][2]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제약의 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인요인들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간의 상
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원인요인의 작용
을 통제할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연구를 통해 불
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의 원인이 서로 다른지를 알아
보고 또한 그 영향을 통제할 통제요인들의 작용이 어떻
게 다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
이 조절변인 없이 일정한 몇 설명요인들만을 다룬 것에 
반해 이 연구는 조절 및 완충요인으로 그 통제작용을 
살펴보아 대책제시에 유용하다는 점, 기존 연구는 주로 
청소년대상 연구였지만[3-6] 이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
던 대학생 성인대상 연구라는 점, 또한 이 연구는 기존 

대부분이 청소년의 성콘텐츠 접촉 혹은 유통에 주목했
지만[4][5][7][8] 이 연구는 접촉과 유통의 원인과 통제
요인을 비교한다는 점, 그리고 성콘텐츠 유통을 다루지
만 기존 연구[7]와 달리 가부장 환경요인을 다루는 점, 
또한 통제요인으로 일부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세 대표
적 대책에 따라 세 완충요인으로 사회문화/윤리적, 사
법적, 기술적 대책요인을 다루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 대응방식을 
논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행위에 있어 주요 원
인요인들

1.1 개인성향
Gottfredson과 Hirschi[9]의 일반이론에서는 대부

분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원인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고 개인성향인 낮은 자
기통제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그러한 낮은 자기통제력이 어릴 때 형성되
고 안정적 성향이 되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
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러한 내적 성향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 되며 또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요 원
인이 된다는 주장은 이후 여러 연구들을 메타분석으로 
제시한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10][11].

그러한 주장은 인터넷 불법 성콘텐츠 연구에서도 적
용되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
는 연구결과도 있었지만[3][5]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불법 성콘텐츠를 더 많이 본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고
[4][8],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도 자기통제력이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논의가 있다[7][12]. 즉 불
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에
서 오는 우발적이고 충동적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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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친구영향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범죄의 경우도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위로부터 학습
된다고 보았다[13]. 그런 점에서 일찍이 차별접촉이론
에서는 학습논리에 근거하여 법위반자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주요 요인으로 강조했다[14]. 즉 법위반 친구와 
어울리고 접촉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불법 성콘텐츠의 경우도 그와 같은 사회학습과정이 
중요하고 주위로부터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성
콘텐츠 접촉과 관련해서는 일반 비행친구나 불법 성콘
텐츠 접촉 경험 친구의 영향을 받아 불법 성콘텐츠에 
접촉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8] 그러한 친구와
의 접촉으로 불법 성콘텐츠에 보다 친숙하게 되고 허용
하는 태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 단순한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외에 불
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불법 성콘텐츠
를 서로 공유하거나 유통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불법 성
콘텐츠를 유통할 가능성이 높고[15] 친구의 영향이 크
다는 결과는 국내에서도 지지되고 있다[7]. 즉 불법 성
콘텐츠 접촉 혹은 유통을 경험한 친구의 영향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될 것으
로 볼 수 있다. 

1.3 가부장요인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성범죄가 주로 남성이 가

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것이 성불평등
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16], 그런 점에서 성범죄는 
개인 성범죄 연구에서 보면 가부장 가정환경에서 자랐
거나 전통적 성역할, 남성지배적 의식을 갖는 남성이 
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17][18].

이러한 가부장요인들은 온라인상의 성희롱 등의 범
죄연구에서도 적용되어 왔으며[19], 그런 점에서 온라
인상에서 불법 성콘텐츠 관련 행위의 경우도 가부장요
인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즉 가부장의식을 갖는 사람
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등의 왜곡된 성의식
으로 불법 성콘텐츠에 더 접촉하거나 더 심각한 유통 
등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부장
요인은 성범죄와 관련이 높은 점에서 단순한 접촉보다
는 불법 성콘텐츠 유포의 보다 심각한 디지털성범죄에

서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남녀불평등의 가부
장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전에 사귀었던 애인을 권
력하에 두고 통제하려는 이유에서 그리고 그 여성을 인
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관계 영
상을 촬영, 유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가부장환경에
서 가부장의식을 가질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외에 
무엇보다 유통행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2.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행위에 있어 주요 통

제요인들

2.1 도덕태도
사이버범죄의 대책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개인의 윤리의식과 도
덕성을 통한 대책으로,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윤리
를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입장은 인터넷사용의 
건전한 문화의 정착과 조성이외에도 네티즌들에게 올
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윤리 
및 예절교육을 강조한다[6][20]. 그러한 점에서 불법 성
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경우도 도덕태도나 윤리의식
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요 대책방
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 개인의 도덕적 신념
이나 불법 성콘텐츠에 대한 태도가 불법 성콘텐츠 접촉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3][21],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도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태도
가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3][22]. 즉 불법 성
콘텐츠 접촉이나 유통 모두 그것에 호의적 태도를 가지
면 그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나쁘다는 도덕태도를 갖게 
될 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2.2 공식처벌
두 번째 주요 대책으로는 사법적 대책으로, 사이버범

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범죄
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며, 처벌을 통해 엄중하게 대
응하는 것을 말한다. 억제이론[23]에 따르면 범죄로부
터 얻는 수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클 때 범죄를 억제한
다고 본다. 공식처벌의 범죄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미
약한 것으로 제시되지만[24] 그럼에도 사이버범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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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범죄자의 발각과 체포, 처벌의 부족이 범죄의 설
명요인이 된다고 하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식처벌이 높을수록 인터넷에서의 불
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는 그 효과를 떠나서
라도 처벌의 작동은 다소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 있
어 그런 점에서 그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는 적었다. 불
법 성콘텐츠를 소유하거나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처벌
하는 것은 논란이 있고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불법 성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는 피해자
의 피해가 심각한 점에서 처벌을 확실히 하고 강화한다
면 그것은 주요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불법 
성콘텐츠 유통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경우는 처벌규정
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위반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
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대책이 될 수 있다. 

2.3 기회제약
세 번째는 기회차단의 통제로, 기술상황적 대처 등 

범죄발생의 기회를 차단하는 여러 조치의 방법을 말한
다. 범죄기회이론에서는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범죄발생
의 기회나 상황이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25] 그 대처에서도 범죄발생의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
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기회가 많을 때 사이버범죄가 
더 발생한다고 주장했듯이[26]. 불법 성콘텐츠의 접촉
이나 유통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오프라인 상황에서 보면 이중자믈
쇠나 CCTV, 탐지시스템 등의 설치를 통한 범죄대응이 
있듯이 사이버범죄의 대책에서는 백신프로그램 등 기
술적 조치를 통한 범죄기회의 감소책이외에도 개인수
칙 등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는
데, 기존 경험연구는 부족하지만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
나 유통의 경우도 불법 성콘텐츠 차단 등 기술적 조치
로 해결할 수 있다. 

III. 연구모델의 구성과 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유통을 경험한 친구들의 영향, 가부장 가정환경을 원
인요인으로 다룸에 있어 이들 요인들이 통제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즉 원
인요인이 있어도 통제요인이 높을 때는 그 원인이 불법 
성콘텐츠 접촉 혹은 유통에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통
제요인이 낮을 때에만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
은 주장은 기존 일반이론[9]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기
회요인이 필요충분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
는 주장과 유사하고[26][27], 또한 Agnew는 일반긴장
이론[28]에서 통합적 논의를 제시하면서 일상긴장이 여
러 다른 이론들에서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
했듯이[29] 본 연구에서 그러한 긴장요인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 논의에 근거할 수 있다. 이는 범죄를 설명함
에 있어 그것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는 논
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30], 국내에서 이성식[1]은 
사이버범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 요인들을 
사이버범죄를 유발하는 원인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
증하기도 했다.

원인요인
낮은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친구   
가부장가정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통제요인
도덕태도

공식처벌인지  
기회제약인지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원인요인들과 통합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하는 통제요인들로 사회문화/윤리적, 사
법적, 기술상황적 대책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도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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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식처벌, 그리고 기회제약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와 어울리고, 가부장 가정환경에 있는 사람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같은 
대책요인들로 도덕태도가 높으며, 공식처벌인지가 높
고, 기술적 상황 등 기회제약이 높을 때 이와 같은 통제
요인은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을 완충할 것이고 그런 점
에서 원인요인들과 조절변인으로 통제요인들과는 부(-)
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
은 논의의 근거는 기존 성콘텐츠 연구에서는 부족했지
만 여러 원인요인들의 작용을 도덕태도가 완충하고
[7][29], 또한 처벌인식이 완충작용으로 상호작용하며
[1], 개인성향 등의 요인과 기회요인과는 상호작용한다
는 논의[26][27]에 기초한다. 실제 성콘텐츠 유통의 경
우 그와 같은 원인 및 통제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국
내 연구결과도 있다[7].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
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와 접촉할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가부장가정환경에 있을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 가부
장가정과 도덕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일 것이다. 

가설 5: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 가부
장가정과 공식처벌인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일 
것이다.

가설 6: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 가부
장가정과 기회제약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일 것이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는데 이
를 위해 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총 열 개의 학교를 비확률표집이지만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당 60여명씩을 
목표로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성과 학년, 그리고 인문
사회 및 자연이공계의 계열을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조
사한 총 611부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608부
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
법 성콘텐츠 유통행위에 대하여 불법 성콘텐츠를 성기
노출의 성행위 장면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규정하고 “지
난 1년간 다음의 행동을 몇 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스마트폰 불법 성콘텐츠 접촉행위는 “스마트폰
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여 불법 성콘텐츠 를 직접 찾아
서 보는 행위”, “스마트폰 이용중 지인으로부터 불법 성
콘텐츠를 접한 경험”, “스마트폰 이용중 예상치 못하게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불법 성콘텐츠를 접한 경우(스팸
메일 등)” 세 문항을, 그리고 스마트폰 불법 성콘텐츠 
유통행위는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하
는 행위”, “자신을 촬영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통(전송, 게시)하는 행위”, “타인을 촬영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통(전송, 게시)
하는 행위” 세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없다’, ‘1년에 
1번’, ‘1년에 2~3번’, ‘한 달에 1번’, ‘일주일에 1회 이
상’(0-4점)의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행동의 세 
응답을 합산하여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변인을 각각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Grasmick와 동료들[31]의 연구에 의거하여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의 여섯 특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용한 네 문항씩의 
문항들 중 대표적 문항 두 문항씩을 선별하여 질문하였
다. 충동성의 경우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생각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두 질문 등 총 열두 문
항을 등을 질문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5470

합산하였다(alpha=.814). 
불법 성콘텐츠 접촉경험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아보는 친구”와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지는 않지만 지인에게 전달받거나 스마트폰 사
용중 의도치 않게 보는 친구”,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유
통경험 친구는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
하는 친구”와 “불법 성콘텐츠를 촬영하여 직접 제작하
거나 제작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
통(전송, 게시)하는 친구”의 두 문항씩에 대하여 친한 
친구 중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를 각각 질
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없다’,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0-4점)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두 문항씩의 
응답 값을 합산하여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
텐츠 유통 친구 변인을 각각 생성하였다.

가부장가정은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32] “우리 집
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서
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하여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한
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다” 등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53).  

조절변인으로 사용할 통제요인들로 도덕태도는 개인
의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 대해 얼마나 옳지 않
은 행위라고 생각하는지의 태도로 각각 측정했는데 불
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성콘텐츠
를 직접 찾아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와 “불법 성콘
텐츠를 직접 찾지는 않지만 지인에게 전달받거나 스마
트폰 사용중 의도치 않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로 두 문항을(alpha=.792),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해
서는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
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하는 것은 옳
지 않은 일이다”와 “불법 성콘텐츠를 촬영하여 직접 제
작하거나 제작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전송, 게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의 두 문
항을(alpha=.836)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을 하도록 한 
후 각각 두 문항을 합산하였다.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처벌억제는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로 측정을 하였는데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아 보았을 
때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것 같다” 와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지는 않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아보거나 스마트
폰 사용중 의도치 않게 보게 되었을 때 처벌을 받을 것 
같다”의 두 문항을(alpha=.864), 불법 성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했
을 때 처벌을 받을 것 같다”와 “내가 불법 성콘텐츠를 
촬영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
마트폰을 이용해 유통(전송, 게시)하였을 때 처벌을 받
을 것 같다”의 두 문항에 대해(alpha=.845) 5점 척도
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고 각각 두 문항을 합산하였다.

기회제약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불법 성콘텐
츠를 접할 기회가 많다”와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 불법 
성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한다”의 두 문항으
로(alpha=.849), 불법 성콘텐츠 유통과 관련해서는 “불
법 성콘텐츠를 유통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다”와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 불법 성콘텐츠 유통은 
흔한 일이다”의 두 문항을(alpha=.850) 5점 척도로 질
문하고 역으로 부호화한 후 합산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시 자기기입식 방법을 선택
했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하는 등의 조사
방법상의 노력을 했다. 위의 종속 및 원인과 조절변인
들은 크롬바흐 알파값으로 볼 때 신뢰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는 지면 제약상 제시하지는 않았
지만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제외하고 변인별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
여 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변인사용이 가능했고 
낮은 자기통제력도 여러 하위 차원 요인으로 나눠졌지
만 통상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했던 바 신뢰도에 의거 
하나의 요인으로 다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별과 연령,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을 사용했다. 성별은 
남성을 더미변수로, 연령은 만으로 나이를 질문하여 그
대로 사용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가난하다’, ‘잘 살지 
못한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산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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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에 대
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서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남
성은 149명(49.5%)과 여성 152명(50.5%)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본 연구의 연령은 18세-20세 범위에서 
평균이 21.61이었고, 경제수준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이 3.16이었다.

변인
명 %

성별
남성 311 51.2
여성 297 48.8

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연령 21.611 2.138 18-29

경제수준 3.158 .714 1-5

낮은 자기통제력 33.967 7.426 12-60
불법 성콘텐츠 
접촉_친구 2.752 2.461 0-8

불법 성콘텐츠
유통_친구 .5936 1.321 0-8

가부장가정 5.360 2.569 3-13
불법 성콘텐츠
접촉_도덕태도 5.828 2.226 2-10

불법 성콘텐츠
유통_도덕태도 8.448 1.824 2-10

불법 성콘텐츠
접촉_처벌인지 5.466 2.280 2-10

불법 성콘텐츠
유통_처벌인지 8.306 1.901 2-10

불법 성콘텐츠
접촉_기회제약 5.906 2.650 2-10

불법 성콘텐츠
유통_기회제약 6.175 2.514 2-10

불법 성콘텐츠 접촉 3.321 3.203 0-12

불법 성콘텐츠 유통 .218 .868 0-8

표 1. 주요 요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3.045이었고, 사회학습요인
으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는 0-8범위에서 평균이 
2.75,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는 .59이었고, 가부장가
정은 3-15범위에서 평균이 5.358로 낮았다. 본 연구에
서 조절변인으로 사용할 도덕태도는 불법 성콘텐츠 접
촉에 대한 도덕태도는 2-10범위에서 평균이 5.835, 불
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도덕태도는 8.447로 불법 성

콘텐츠 유통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공식처벌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 대한 
처벌인지는 2-10범위에서 평균이 5.438, 불법 성콘텐
츠 유통에 대한 처벌인지는 평균이 8.301로 불법 성콘
텐츠 유통의 경우에서 더 높았다. 기회제약으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 대한 기회제약은 2-10범위에서 평균
이 5.906,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기회제약은 평균
이 6.175로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 다소 높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불법 성
콘텐츠 접촉은 0-12범위에서 평균이 3.32이었고, 불법 
성콘텐츠 유통은 0-8범위에서 평균이 .214로 매우 적
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종속변인에 대한 원인요
인들의 영향 및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호작용효과 검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차감법을 실시하였고 다음의 [표 2]와 [표 3-1]부
터 [표 3-3]까지의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텐츠 유통 각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으로 원인요인들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의 영향력
을 살펴보면 [표 2]의 결과에서와 같다. 먼저 불법 성콘
텐츠 접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보면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부장가
정,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순이었다.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도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영향,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가부장가정은 p<.001수준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p<.01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 성콘텐
츠 유통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부장가정이었는데 가부장가정의 
영향은 친구영향과 유사하게 영향력이 컸고, 그 다음으
로 낮은 자기통제력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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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불법 성콘텐츠 접촉 불법 성콘텐츠 유통

b β b β

남자 .090 .014 .040 .023

만나이 .142** .094 .025 .061

경제수준 -.039 -.009 -.093 -.076

낮은자기통제력 .049*** .112 .013** .115

불법 성콘텐츠 친구 .747*** .574 .126*** .194

가부장가정 .186*** .150 .061*** .184

R제곱 .418 .128 

F값 67.572*** 13.839***

표 2.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의 영향
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p<.05; **p<.01; ***p<.001

[표 3-1]에서 [표 3-3]까지의 결과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행위에 대한 세 원인요인들과 각각의 통제
요인들로 도덕태도, 공식처벌인지, 그리고 기회제약과
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인요인들과 [표 
3-1]의 도덕태도, [표 3-2]의 공식처벌인지, 그리고 [표 
3-3]의 기회제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 그리고 가
부장가정 모두가 독립적으로만 유의미하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인
요인들과 [표 3-1]의 도덕태도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과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5수준에서 부(-)
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01수준에서 부(-)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2]의 공식처벌인지에
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친구영향과 공식처벌과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1수준에서 부(-)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3-3]의 기회제
약의 경우는 공식처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
통제력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친구와 기회제약과의 상

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부장가정과 기회
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5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법 성콘텐츠 접촉 불법 성콘텐츠 유통
b β b β

남자 .122 .019 .059 .034

만나이 .129* .085 .022 .055

경제수준 -.003 -.001 -.068 -.055

낮은자기통제력 .046** .106 .013** .112
불법 성콘텐츠  
친구 .705*** .541 .062* .096

가부장가정 .176*** .141 .053*** .158

도덕태도 -.182*** -.124 -.038 -.079
낮은자기통제*태
도 -.001 -.004 -.006* -.095

불법 성콘텐츠 
친구*태도 .007 .012 -.054*** -.187

가부장가정*
태도 -.015 -.026 -.014 -.078

R제곱 .431 .194 

F값 42.294*** 13.428***

표 3-1.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도
덕태도의 상호작용효과

   p<.05; **p<.01; ***p<.001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법 성콘텐츠 접촉 불법 성콘텐츠 유통
b β b β

남자 .179 .028 .070 .040

만나이 .142** .094 .026 .064

경제수준 -.038 -.008 -.091 -.075

낮은자기통제력 .045** .104 .013** .107
불법 성콘텐츠 
친구 .702*** .539 .094*** .145

가부장가정 .175*** .141 .051*** .155

공식처벌 -.200*** -.141 -.040* -.088
낮은자기통제*
처벌 -.001 -.007 -.003 -.049

불법 성콘텐츠 
친구*처벌 -.021 -.038 -.023 -.083

가부장가정*처
벌 -.017 -.029 -.022** -.128

R제곱 .438 .168

F값 43.642*** 11.327***

표 3-2.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공식
처벌의 상호작용효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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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불법 성콘텐츠  접촉 불법 성콘텐츠  유통
b β b β

남자 -.026 -.004 .014 .008

만나이 .155** .101 .030 .072

경제수준 .113 .024 -.083 -.066

낮은자기통제력 .045** .102 .012* .098
불법 성콘텐츠 
친구 .570*** .436 .099*** .152

가부장가정 .183*** .147 .061*** .183

기회제약 -.347 -.285 -.033* -.094
낮은자기통제*
기회제약 -.002 -.014 .001 .029

불법 성콘텐츠 
친구*기회제약 -.023 -.043 -.022 -.084

가부장가정*
기회제약 -.028 -.059 -.013* -.098

R제곱 0.484 0.152 

F값 51.391*** 9.739*** 

표 3-3.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기회
제약의 상호작용효과

p<.05; **p<.01; ***p<.001 

V. 결론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의 그 원인 및 설명요인과 또 대책을 위한 통제요인의 
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원인요인으로는 낮
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요인,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
구, 그리고 가부장 환경요인의 세 요인의 영향을, 그리
고 통제요인으로는 사회문화/윤리적, 사법적, 기술적 
대책에 따라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제약의 세 요인을 
다뤘다. 그리고 세 원인요인들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원인요인들과 통
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각각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에서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은 유사해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크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불법 성콘
텐츠 경험 친구와의 차별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렇지만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텐츠 유통
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 결과가 상이했다. 불법 성
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
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불법 성콘텐
츠 접촉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독립적으로 유의미하
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
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 불법 성콘텐
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
했고,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그
리고 가부장가정과 기회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미한 것을 제시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간
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그 원
인요인들의 작용의 효과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을 제시한다. 어찌보면 상호작용효과 논의에서 볼 때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종속변인 설명에 필요충분조건
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성콘텐
츠 접촉에서는 그 원인요인들의 영향이 충분히 크기 때
문에 조절변인인 통제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또 통제요인들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이 충분히 크지는 않고 통제요인
들에 통제되기도 하고 또 통제요인들이 낮은 경우에 한
해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좀 더 
심각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몇 요인의 작동만으로는 충
분치 않고 좀 더 다양한 설명요인이 필요한데 원인요인
이외에 통제부족 등 또 다른 여건이 필요충분적으로 요
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러한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 원인요인들에 대한 통제요인도 서로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덕태도와 같은 윤리의식이나 
교육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가 있는 경우에 작동하지만 가부장가정의 응답자
들에게는 도덕태도보다는 공식처벌이나 기회차단을 통
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어찌되었건 기존 
성콘텐츠 혹은 음란물 접촉의 연구에 따른 대책에서는 
성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방안이 강조되었으나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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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통의 보다 심각한 행위의 경우는 법처벌이나 기
술적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불법 성
콘텐츠 유통을 구분하지 않고 다루었던 반면, 이 연구
는 접촉과 유통을 구분하고 비교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 원인 및 특히 그것에 대한 대책관련 통
제요인들의 작용이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서 서
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은 서로 상이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을 제시하는 것이며, 특히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통제요인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을 
제시해 정책적 측면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요인들의 
작용은 충분히 커서 주요 요인들을 잘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제요인들의 작용은 미약해 좀 더 적절한 통
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의 차별성 및 그 대
응책 제시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자기보고
식 설문연구로 응답자가 사회적 통념에 거스르지 않으
려는 등 과연 정확했는지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아
울러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 그 결과를 성인 전
반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영향이 큰 청소년대
상의 연구도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성
콘텐츠 접촉의 통제요인의 완츙작용은 미약해 향후에
는 원인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색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그와 같은 단점
이 보완되어 연구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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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 민(Ji-Min Shin)                   정회원
▪2020년 2월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

학과 (학사)
▪2020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사이버일탈, 사이버사회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