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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향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he Effect upon Level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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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s status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on 

the part of elementary students and to analyze the impact upon levels of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in such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536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T-tests, F-tests,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32.5%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d some degree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Second, sexual attitudes and sexual knowledge were found to be 

highe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hibited by the girls, these sam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knowledge amongst girls were observed to be even higher when they were exposed to 

internet pornograph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on levels of sex knowledge.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did significantly impact upon sexual attitudes. In particular, gender permissiveness, 

attitudes regarding pornography, and attitudes towards physical contact did have a significan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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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춘기가 시작되는 학령기 후기는 신체의 성

장에 따라 성에 한 심이 증 되고, 성에 

한 태도를 형성해가는 시기(Barber, 1972)이다. 

이 시기의 성태도는 이후의 성행동에 향을 주

게 되어(Lee, 2007), 건강한 성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고, 성  일탈로 인한 부 응  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Mo, Oh, & Cho, 2006). 

성지식이나 성태도의 형성은 교육기  등의 

공식  교육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래집

단, 매체 등의 여러 사회 환경에 의해 향

을 받게 된다. 사회 환경 에서 특히 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이다.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등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생각할 때 인터넷이 

아동의 성지식이나 성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

한 다양한 성 련 정보 에서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 성  발달에 향

을  수 있다는 에서 심이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성범죄 발생 

연령 가 차 낮아져 등학생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Han, 2013), 음란물을 처음 하는 시기 

역시 차 빨라지고 있는 시 에서(Lee, 2005),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지, 노출경험의 유무만으로 성지

식, 성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인

터넷 음란물이 아동의 성태도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해 이해하게 된다고 보겠다. 더 나아가 

등학생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의  시 그 특성이 이들의 성과 

련된 지식과 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주

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  성지식이란, 인간의 성에 한 총체 인 

지식으로서 다양한 성 련 지식을 일컫는다. 이

에 선행연구에서 그 측정내용과 역이 다양하

여 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

지만, 일반 으로 아동의 개인, 환경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지식 수 을 갖고 있는지에 

해 연구되어 왔다. 이에 아동의 성(Han, 2002; 

Lee, 2004; Lee, 2008; Oh, 2008), 사회경제  

지  등의 인구사회학  변인(Kang, 2004; Lee, 

1999), 성교육(Choi, 2013; Lim, 2013)  음란

물 노출 경험(Cho, 2004; Kang, 2004) 등에 따

라 성지식 수 이 차이가 있는지 연구되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연구한 선

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2004; Han, 2002; 

Lee, 2004). 한 Yun(2010)과 Kang(2004)의 연

구에서는 경제수 에 따라 성지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Lee(1999)의 연구에서

도 사회계층에 따라 아동의 성지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Go 등(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자녀의 성

지식은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

을수록 아동의 성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음란물 노출경험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Kang(2004)은 5, 6학년 아동을 

상으로 하여 사춘기의 신체변화를 포함하는 여

러 가지 성지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성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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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가 음란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 다. 구체 으로는 남녀의 차

이, 성장의 개인차, 난자와 정자, 임신의 방법 

등과 련된 성지식에 하여는 음란물 경

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높은 수 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반면, Cho(2004)는 사춘기의 신체  

변화  임신과 련한 성지식을 측정하 는데, 

음란물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지식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 다. 

Kim(2004)도 성지식을 신체  심리발달, 인간

계 이해, 성문화  윤리 등의 역으로 구분

하고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하 는데, 음란물 경험이 있는 집

단에서 성지식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음란물 경험에 따

른 성지식의 차이에 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경험에 따

라 성지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있는 아동만을 상

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되었던 음란물 노출의 특성, 를 들면, 최  음

란물 시기, 빈도, 시간 등이 성지

식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편 성태도에 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성태

도를 성에 한 정  는 부정  반응이나 태

도로써 보는 입장(Cho, 2004; Jeong, 2008; Lee, 

2000; Lee, 2012; Roh, 2003; Song, 2000)이 표

이다. Roh(2003)는 성태도를 성과 련된 

정 , 부정 인 반응경향으로 인간 계 이해, 성

문화  성윤리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았

다. 이러한 입장에서 Oh(2008)는 성태도를 사춘

기 변화, 이성교제, 성의식, 성윤리, 성행동 등 5

개 역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체로 합산하여, 

체 합산 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정 인 

것으로 보았고, Lee(2012)도 신체의 변화, 이성

교제, 성역할, 성윤리 역으로 구분하고 역시 

체 합산 수가 높을수록 정 인 성태도로 

보았다. 이와 같이 지 까지의 연구는 성태도를 

정  는 부정 인 측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태도의 하 역으로 포함된 내용 

컨 , 성문화, 이성교제, 성역할, 성윤리 등을 

정 는 부정 인 성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인

지,  이러한 요인들을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단일 개념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성태도를 성과 련된 태도로 보고, 

정  내지는 부정  개념으로 규정하기에 부

하다고 사료되어 각 차원을 따로 분류하여 연

구하 다. 즉, 성태도를 성 허용성에 한 태도, 

성역할에 한 태도, 음란물에 한 태도, 신체

에 한 태도, 결혼에 한 태도 등 5개 

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이와 같은 성태도에 해 음란물 노출  

의 특성이 향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란물에 빈번하고 지속 으로 노출되거나, 이

른 나이에 노출되게 된다면, 음란물에서 제시되

는 성  행동에 해 비  없이 받아들이거나 

허용 이 되고, 성  충동 내지는 성  행 에

의 추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에 한 선행연구를 보면, 성태도와 인터넷 음

란물 노출경험의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

고, 청소년 상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는 성과 련된 문제가 청소년 시기에 주로 발

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을 상으로 한 To 등(2012)의 연구에

서는 음란물 노출의 빈도가 높을수록 형 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고, 성 계에서의 힘의 불

균형, 혼  성에 한 허용성, 성  충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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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몽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 다. Debra 등

(2008)의 청소년 상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

란물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성  행동에 

한 허용 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한 노출빈도가 많을 경우, 더 허용 인 것으

로 보고하 다. Choi(2009)의 연구에서도 역시 

청소년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많을수록 성

에 한 허용성 인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Cho와 Kim(2004)의 연구에서는 음란 상매체

에서 성 메시지를 많이 할수록 사랑 없이도 

성 계를 하는 것에 해 허용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음란물 노출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상으로 수행되었고, 노출이 많을수

록 성 허용성, 형  성역할, 성행동  성 계

에서의 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아동에 한 연구에서 Cho(2004)는 음

란매체 경험 유무에 따라 음란물에 한 태

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Jeong(2008)은 

음란물  유무, 음란물 시기, 횟수, 

이유, 종류, 장소 등에 따라 성태

도는 차이가 없으나, 음란물  공유 상  

음란물  반응에 따른 성태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즉 음란물  공유 상에 

있어서 ‘혼자서’나 ‘동성친구랑 같이’보는 학생

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같이’보는 학생에 비해 

성 련 태도가 정 이었다. 한 음란물  

반응에 따라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응답한 학

생이 ‘더럽고 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더 정 인 성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Lee(2012)는 음란물 경험 유무, 

경험의 빈도에 따라 성태도가 차이가 있고, 음

란물 최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는데, 음란물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더 정 인 성태도를 갖고,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 인 성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성태도를 단일

개념으로 보고 음란물 경험 유무 뿐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연구하 고, 음란물 경험

과 특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를 5가지 하 차원으로 구분하고, 음란물 

 특성에 따라 성태도 하 차원이 향을 받

는지를 살펴 으로서 음란물 이 성태도에 미

치는 향을 구체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한 아동의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의 

일반  특성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라 

등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있는 등학생만을 상으로 이들

의 음란물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간의 

계를 알아 으로서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등학생에게  특성이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

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

를 통하여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하는 성

련 상담  성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등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

른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있는 

등학생의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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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주 역시에 소재

한 등학교 4개교의 6학년, 총 560명을 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 다. 그 에서 불성실한 자

료 24부를 제외한 총 536명(남, 284명; 여, 252

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연구도구

1)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 

인터넷 음란물의 노출 실태를 알아보기 해 

선행연구(Cho, 2004; Kang, 2004; Jeong, 2008; 

Lee, 2008; Lee, 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

성한 문항을 사용하 다. 인터넷 음란물  

특성으로 10문항을 사용하 다. 인터넷 음란물 

특성으로는 최  시기, 최  경로, 

재  이유, 음란물 동반 시청자, 빈도, 

시간, 장소, 유형,  후 생각,  

후 충동욕구 등이 포함된다.

2)성지식 측정도구

성지식 측정도구는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MEHRD, 2001)’의 등학교 고학년 성 련 지식

을 토 로 한 Kim(2004)의 도구를 바탕으로, 신체 

 성심리 발달 역 10문항, 인간 계 역 5문항, 

성문화  성윤리 역 5문항, 총 20문항 구성되었

다. ‘ ’ 1 , ‘아니오, 모른다’ 0 으로 배 하 다. 

이에 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86이었다.

3)성태도 측정도구

성태도 측정도구는 Uhm(2001)과 Kim(2004), 

Cho(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구

성하 다. 먼  20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1차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 부하량이 .35이하인 2문항

을 제외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

인이 추출되었다. 5개 요인에 해 조사문항들

의 특성을 반 하여 성 허용  태도(6), 성역할 

태도(3), 음란물에 한 태도(3), 신체 에 

한 태도(2), 결혼에 한 태도(4)로 하고, 이는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다. 응답은 매우 그 다

(5 )에서  그 지 않다(1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이에 성 허용  태도의 수가 높을수록 성에 

한 허용 인 태도, 성역할 태도 수가 높을수

록 양성평등  성역할 태도, 음란물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음란물에 해 거부 이고 부

정 인 태도, 신체 에 한 태도 수가 높을

수록 신체 에 한 허용  태도, 결혼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해 수용  태도

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성 허용  태도 .78, 성역할 

태도 .58, 음란물에 한 태도 .59, 신체 에 

한 태도 .78, 결혼에 한 태도 .70으로 나타났다.

3.연구 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집되었고, 연구자가 직  학교를 방

문하여 담임교사의 조를 얻었고, 설문조사의 

취지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표본을 수집하 다.

4.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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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exposure internet pornography by gender (N = 536)

Variables

Gender
Total

N(SD)
χ2

Boys

N(SD) 

Girls

N(SD)

Experienced 89(31.4) 86(34.2) 175(32.8)
.393

Non-experienced 195(68.6) 166(65.8) 361(67.2)

분석하 고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α 계

수를 산출하 으며, 요인분석, 빈도분석, χ2검

증, t검증  F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분석

1.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를 알아보기 해 

먼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를 살펴보았

고, 그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 음란물  특성을 살펴보

았다. 

1)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 

Table 1과 같이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등학생이 175명(32.8%)이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등학생은 361명(67.2%)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인터넷 음란물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들

을 상으로 하여, 인터넷 음란물  특성을 

살펴보기 해 Table 2와 같이 최  시기, 

최  경로, 재  이유, 음란물 동반 시청

자, 빈도, 시간, 장소, 유형, 

 후 생각,  후 충동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최  시기는 5학년 때가 68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최  경로는 ‘인터넷 검색  우

연히’가 97명(55.4%)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  

이유는 ‘인터넷 검색  우연히’가 55명(31.4%), 

‘성에 한 호기심 때문’이 46명(26.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란물 동반 시청자는 ‘혼자서’

가 98명(56%)으로 가장 높았고, 빈도는 ‘거

의 보지 않는다’가 139명(79.4%)으로 가장 높았

다. 시간은 ‘바로 끈다’가 88명(50.3%)으로 

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 으며, 장소는 

‘자기 집’이 121명(69.1%)으로 가장 높았고, 

유형은 ‘야한 사진’이 60명(34.3%)으로 가장 

높았다.

 후 생각은 ‘그  그 다’가 78명(44.6%)

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가 54

명(30.9%), ‘나쁘게 생각한다’ 32명(18.3%)순이었

다.  후 충동욕구는 ‘없었다’ 고 응답한 아동

이 152명(86.9%)으로 부분이었으며, ‘있었다’ 

고 응답한 아동은 23명(13.1%)으로 나타났다.

2.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아동의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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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conditions (N = 175)

Variables Categories N %

First accessing

Elementary 3years ago 17 9.7
Elementary 4years 32 18.3
Elementary 5years 68 38.9
Elementary 6years 58 33.1

First accessing route

With friends 53 30.3
By accident 97 55.4
By spam mail 15 8.6
In the house 1 .6
Find and alone 3 1.7
Etc 6 3.4

Reason of re-accessing 

By accident 55 31.4
Curiosity 46 26.3
Fun in 14 8.0
Habitually 6 3.4
Friends and seniors 25 14.3
Etc 29 16.6

The company

By myself 98 56.0
With friend 56 32.0
With opposite sex friend 2 1.1
With brothers 1 .6
With family 5 2.9
Etc 13 7.4

Accessing frequency

Rarely 139 79.4
Once a month 17 9.7
Once a week 12 6.9
Three or four times a week 3 1.7
Often 4 2.3

Accessing time

Moment 88 50.3
Less than 15 minutes 61 34.9
Less than 15-30 minutes 15 8.6
Less than 30-60 minutes 7 4.0
Over an hour 4 2.3

Accessing place

His house 121 69.1
Friend's house 25 14.3
PC room 2 1.1
School 4 2.3
Etc 23 13.1

Accessing type

Erotic photos 60 34.3
Erotic movie 51 29.1
Erotic comics 27 15.4
Erotic chat 6 3.4
Etc 31 17.7

After accessing

Good 11 6.2
So so 78 44.6
Bad 32 18.3
Very bad 54 30.9

Impulsive desire
Had 23 13.1
Hadn’t 152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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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exposure Internet 

pornography

Variables Categories N M SD t / F

Gender
Boys 284 6.50 4.01

-10.585***
Girls 252 10.27 4.24

Economic status
Upper 140 8.31 4.50

.127
Average 396 8.26 4.54

Fa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85 7.75 4.48

.979University 316 8.53 4.49

High school 118 8.32 4.65

Mo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66 8.41 4.53

.262University 299 8.45 4.51

High school 158 8.13 4.58

Experience of 

internet pornography

Experienced 175 10.09 4.67
6.725***

Non-experienced 361 7.39 4.18

***p < .001

특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차이

일반  특성에 따른 등학생의 성지식 차이

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성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났고(t = -10.585, p < .001), 

경제수 , 부 학력, 모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 으로는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성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6.725, p < 

.001). 즉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

에서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먼  등학생의 반 인 성태도가 어떤 수

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각 성태도 하 요인

을 5  기 으로 환산 시 성 허용성, 성역할 태

도, 음란물에 한 태도, 결혼에 한 태도는 평

균수 으로 나타났고(2.5 < M < 3.0), 신체

에 한 태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났

다(1.0 < M < 2.0).

일반  특성에 따른 등학생의 성태도의 차

이를 역별로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성별

에 따라 성 허용성(t = 23.723, p < .001), 성역

할 태도(t = 42.079, p < .001), 신체 에 한 

태도(t = 5.332, p < .05), 결혼에 한 태도(t = 

3.889, p < .05)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여학생이 성에 해 

허용 인 태도이고, 양성평등  성역할 태도를 

가지며, 신체 에 허용 이고, 결혼에 해 

수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수 에 따라서는 음란물에 

한 태도(t = 6.068, p < .05), 결혼에 한 태도

(t = 12.722,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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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exposure internet 

pornography 

Variables Categories
A B C D E

Scheffe
M(SD) M(SD) M(SD) M(SD) M(SD)

Gender

Boys

(n = 284)
16.27(4.73) 12.41(2.15) 11.36(2.64) 3.26(1.64) 16.18(3.27)

Girls

(n = 252)
18.18(4.32) 13.50(1.70) 11.48(2.71) 3.60(1.75) 16.69(2.59)

t 23.723*** 42.079*** .259 5.332* 3.889*

Economic 

status

Upper

(n = 140)
17.34(4.54) 13.08(2.21) 11.89(2.83) 3.37(1.77) 17.19(2.76)

Average

(n = 396)
17.11(4.68) 12.87(1.95) 11.25(2.59) 3.44(1.68) 16.15(3.01)

t .248 1.111 6.068* .177 12.722***

Fa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n = 85)

17.62(5.06) 13.19(2.10) 11.41(2.80) 3.60(2.07) 16.88(3.09)
a

a > bUniversity

(n = 316)
17.27(4.46) 12.79(2.14) 11.48(2.61) 3.42(1.68) 16.51(2.79)

a

High school

(n = 118)
16.86(4.72) 13.12(1.68) 11.23(2.80) 3.35(1.50) 15.86(3.37)

b

F .707 1.962 .370 .556 3.225*

Mo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n = 66)

17.52(4.76) 13.03(2.16) 10.73(2.83)
a

3.88(2.26) 16.44(3.19)

a > bUniversity

(n = 299)
17.54(4.52) 12.88(2.11) 11.63(2.63)

b
3.43(1.71) 16.63(2.83)

High school

(n = 158) 
16.66(4.73) 13.04(1.75) 11.35(2.58)

b
3.30(1.43) 16.20(3.05)

F 1.978 .369 3.288* 2.726 1.140

Experience of 

internet 

pornography

Experienced

(n = 175)
19.02(4.60) 12.71(2.15) 10.78(2.79) 4.15(2.08) 16.34(2.84)

Non-

experienced

(n = 361)

16.27(4.39) 13.03(1.96) 11.73(2.55) 3.07(1.70) 16.46(3.05)

t 6.683*** -1.714 -3.889*** 7.239***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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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er permissiveness, B=Gender roles, C=Pornography, D=Body contact, E=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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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a 1

b -.20** 1

c -.01 .81** 1

d .14 .68** .71** 1

e -.04 .24** .28** .23** 1

f -.16* .27** .31** .21** .64** 1

g -.03 -.05 -.06 -.04 .10* -.06 1

h -.11 -.21** -.21** -.09* -.02 .07 .16** 1

i .03 .32** .40** .19** .30** .43** -.23** -.24** 1

j -.11 .01 .04 -.04 .30** .37** .18** .37** .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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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irst accessing, b=Accessing frequency, c=Accessing time, d=After accessing, e=Sexual knowledge, f=Gender 

permissiveness, g=Gender roles, h=Pornography, I=Body contact, j=Marriage)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 이 높을수록 음

란물에 해 거부 이고 부정 인 태도를 갖고 

있고, 결혼에 해서는 수용 인 태도를 갖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 학력에 따라서는 결혼에 한 태도(F = 

3.225,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 학력이 학교 이상일수록 결혼에 한 

태도가 수용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 학력에 따라서는 음란물에 한 태도(F = 

3.288,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모 학력이 학교 이하일 경우 음란물에 

한 태도가 부정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서는 성 허용성(t = 6.683, p < 

.001), 음란물에 한 태도(t = -3.889, p < .001), 

신체 에 한 태도(t = 7.239,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이 성 

허용성이 높고, 음란물에 해 허용 이고 정

이며, 신체 에 해서도 허용 이라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성태도

에 미치는 향

1)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성지식과 성태도에 한 회귀분석에 앞서 인

터넷 음란물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간의 

상 계를 Table 5와 같이 제시하 다. 

먼  음란물  특성으로 최  시기, 

빈도, 시간,  후 생각 등의 4가지를 선

정하여 성지식, 성태도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성지식은 음란물 최  시기를 제외한 

빈도(r = .24, p < .01), 시간(r = .28, p 

< .01),  후 생각(r = .23, p < .01)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성태도 에서 성 허용성은 음란

물 최  시기(r = -.16, p < .05), 빈도(r 

= .27, p < .01), 시간(r = .3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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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knowledge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Sexual

knowledge

Gender 3.39 .36*** 5.11 3.27 .35*** 4.93

Economic status -.70 -.07 -.97 -.58 -.06 -.79

Father education 

level
.37 .06 .80 .50 .08 1.04

Mother 

education level
-.58 -.09 -1.14 -.58 -.09 -1.15

First accessing -.15 -.03 -.39

Accessing frequency -.18 -.03 -.41

Accessing time .12 .02 .27

After accessing .84 .18* 2.01

R2 .140 .172

△R2 .032

F 6.924***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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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생각(r = .21, p < .01) 모두와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성역할 태도는 음란물 노출 특성 모두와 

유의한 상 이 없었다. 음란물에 한 태도는 최

 시기를 제외한 빈도(r = -.21, p < 

.01), 시간( r = -.21, p < .01),  후 생각(r 

= -.09, p < .05)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신체

에 한 태도는 음란물 최  시기를 제외

한 빈도(r = .32, p < .01), 시간(r = .40, 

p < .01),  후 생각(r = .19, p < .01)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결혼에 한 태도는 음란물 노출 

특성 모두와 유의한 상 이 없었다.

2)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에 미치는 

향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만

을 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에서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하 변인에서의 차

이를 보 던 바, 이를 통제하고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

을 투입한 Model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2의 

변화량(△R2 = .032)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투입된 변인   후 생각에서

는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8, 

p < .05). 

3)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향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상 이 있었던 성, 경제

수 , 부․모 학력 등을 통제하고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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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gender permissiveness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Gender

permissiveness

Gender 1.14 .12 1.65 .96 .10 1.46

Economic status .04 .00 .05 .34 .03 .47

Father's 

education level
-.21 -.04 -.45 -.21 -.04 -.45

Mother's 

education level
-1.01 -.15 -1.90 -.98 -.15* -1.98

First accessing -.75 -.16* -2.10

Accessing frequency -.27 -.05 -.61

Accessing time .81 .16 1.82

After accessing .99 .21* 2.39

R2 .043 .164

△R2 .121***

F 1.917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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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gender roles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Gender 

roles

Gender 1.17 .27*** 3.69 1.23 .29*** 3.91

Economic status -.20 -.04 -.56 -.20 -.04 -.59

Father's 

education level
.00 .00 .02 -.16 -.06 -.70

Mother's 

education level
.15 .05 .62 .16 .05 .68

First accessing -.15 -.07 -.89

Accessing frequency .12 .05 .55

Accessing time .25 .11 1.20

After accessing -.57 -.26** -2.87

R2 .078 .123

△R2 .045

F 3.601** 2.91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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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pornography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Pornography

Gender -.97 -.18 -2.33 -.80 -.14* -2.08

Economic status -.47 -.08 -1.02 -.59 -.10 -1.40

Father's 

education level
-.06 -.02 -.21 -.39 -.11 -1.41

Mother's 

education level
.36 .09 1.13 .36 .09 1.24

First accessing -.52 -.18* -2.48

Accessing frequency -.47 -.15 -1.79

Accessing time .21 .07 .81

After accessing -1.12 -.39*** -4.60

R2 .043 .222

△R2 .179*** 

F 1.916 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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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성 허용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

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121,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최  시기(β = -.16, p < .05)와  후 생각

(β = .21, p < .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가 빠를수

록 성 허용성이 높고,  후 음란물에 한 생

각이 정 일수록 성 허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성역할 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

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을 투입

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045)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입된 

변인   후 생각에서는 유의한 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 p < .01).  

음란물에 한 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

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179,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 으로는 최  시기(β = -.18, p < .05)와 

 후 생각(β = -.39, p < .001)이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가 빠를수록,  후 음란물에 한 생

각이 정 일수록 음란물에 해 정 인 태

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신체 에 한 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10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

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212,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 으로는 시간(β = .24, p < .01)과  

후 생각(β = .31, p < .001)이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이 길수록,  후 음란물에 한 생각이 정

일수록 신체 에 해 허용 인 태도를 갖

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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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body contact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Body 

contact

Gender .90 .22** 2.95 .71 .17** 2.62

Economic status .38 .08 1.13 .45 .10 1.52

Father's 

education level
-.11 -.04 -.54 -.08 -.03 -.40

Mother's 

education level
-.57 -.19* -2.48 -.54 -.18** -2.66

First accessing .09 .04 .62

Accessing frequency -.06 -.02 -.31

Accessing time .54 .24** 2.93

After accessing .66 .31*** 3.85

R2 .096 .307

△R2 .212***

F 4.511**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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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marriage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Marriage

Gender -.37 -.07 -.87 -.43 -.08 -1.02

Economic status -.19 -.03 -.441 -.13 -.02 -.27

Father's 

education level
-.31 -.09 -1.05 -.46 -.13 -1.50

Mother's 

education level
.78 .19* 2.39 .80 .20* 2.50

First accessing -.35 -.12 -1.49

Accessing frequency -.18 -.06 -.63

Accessing time .65 .21* 2.25

After accessing -.02 -.06 -.06

R2 .037 .083

△R2 .047

F 1.626 1.88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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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혼에 한 태도에 한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11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

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

(△R2 = .047)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입된 변인   시기에서는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1, p < .05).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음란

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만을 상으로 음

란물  특성이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를 

살펴보기 해 최  시기, 최  경로, 

재  이유, 음란물 동반 시청자, 빈도, 

시간, 장소, 유형,  후 생각, 

 후 충동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먼  연구 상

자의 32.8%는 인터넷 음란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  시기로는 등

학교 5학년(38.9%)이 가장 많았다. 이는 Choi 

(2012), Lee(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고등

학생 상의 Shim(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다른 선행연구(Gang, 2000; Lee, 

2008; Lee, 2009)에서 학생 시기라고 보고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IT매체 발달로 인해 음란물 최  시기

가 빨라지고,  연령화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Shim(2010)의 고등학생 상 연구

에서 처음 음란물에 노출된 시기가 등학생이

었을 경우 재 음란물 이용이 많다는 보고와 

Lou 등(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음

란물 노출 시 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을 고려해 볼 때, 등학생 시기부터 음란물

에 노출되는 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다각도의 처

가 요구된다.

음란물 최  경로는 ‘인터넷 검색  우

연히 보는 경우(55.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친구를 통해서(30.3%)’로 나타났다. 주로 친

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기존 선행연구

(Gang, 2000; Kim & Woo, 2001)와는 다른데, 

이는 인터넷 보 의 확산, 인터넷을 통한 무차

별  음란물의 배포의 증가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에 한 법 , 사

회  제재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가정  학교

에서의 감독과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음란물 재  이유 역시 ‘인터넷 검색  우

연히(31.4%)’ 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성에 한 호기심 때문(26.3%)’도 높게 나타났

다. 이는 Choi(2012)의 청소년 상 연구에서 

음란물 시청 이유가 주로 호기심과 성충동이라

는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음란물 장

소와 동반 시청자 문항에서는 ‘자기 집(69.1%)’

에서 ‘혼자(56%)’보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등학생이 인터넷 음란물 장소와 동반 시청

자로 자기 집에서 혼자 본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Hong, 2004; Cha, Wang, Yu, & Kim, 2007; 

Choi, 2012)와도 일치한다. 즉 독립된 공간인 자

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음란물 노출 경험이 가

되는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는 등학생들이 

혼자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사용에 한 심

을 갖고 히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빈도에 있어서는 ‘거의 보지 않는다

(79.4%)’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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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는 ‘바로 끈다(50.3%)’는 경우가 가장 높

았다. 유형으로는 ‘야한 사진(34.3%)’이나 

‘야한 동 상(29.1%)’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의 음란물  후 

생각은 ‘그  그 다(44.6%)’, ‘매우 나쁘게 생

각 한다(30.9%)’로 나타났고, 음란물  후 

충동욕구에 해서는 ‘없었다(86.9%)’는 응답률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등학생에 있어서 

음란물 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을 보여 다.

이와 같이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를 다각 으로 살펴본 결과 이미 인터넷 음

란물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란물 노출 

시 향을 덜 받거나 재 할 수 있도록(Kim, 

Yu, & Song, 2013) 교육 차원의 방  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등학생은 사춘기를 겪기 시

작한 민감한 시기인 동시에 음란물 노출이 시작

되는 시기로서 성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한 청소년 성상담이나 지도  교육 등의 

한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유

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  성지식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 ,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생 상으

로 성별 차이를 비교한 연구결과(Cho, 2004; 

Han, 2002; Lee, 2004)와 일치할 뿐 아니라 청

소년 상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Ji, 200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사춘

기를 경험하여 성에 한 심이 높은 것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인터넷 음란물 경험

이 있는 경우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 

 경험을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을 

보여 다. 그러나 부분의 음란물은 성  환상

만을 주고 성  행동에 한 결과나 건강한 성

에 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Engle, Brown, & Kenneavy, 2006), 추후 인

터넷 음란물  유무에 따른 성지식에 한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세분화

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Paek & Chaung, 

2006). 한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 문항은 왜곡

된 성지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음

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는지의 여

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성태도 하 요인별 그 수 을 살펴

보면, 성 허용성, 성역할 태도, 음란물에 한 

태도, 결혼에 한 태도는 평균 수 이었으나 

신체 에 한 태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 이

었다. 신체 에 한 태도가 낮을수록 거부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반 으로 아동에

게 있어서 신체 은 거부되어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  특성에 따른 성태도를 살펴보면, 성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성에 해 허용 인 태도와 

양성평등 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신체

에 해 허용 이며, 결혼에 해 수용 인 태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수 이 높은 

등학생이 음란물에 한 태도에서 거부 , 부

정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에 해 

수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 학력이 학

교 이상 일 때 결혼에 해 수용  태도를 나타

냈으며, 모 학력은 학교 이하 일 때 음란물에 

한 태도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학령기 후기 남녀 간에 성지식과 성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을 볼 때, 성교육과 성상담의 

상황에서 남녀의 차이를 기 로 한 개입을 염두

에 두어야 하며, 경제수 이나 부․모 학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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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성교육  

성상담에 반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라 

성 허용성, 음란물에 한 태도, 신체 에 

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이 성 허용성이 높고, 음란물에 해 

정 으로 인식하며, 신체 에 해서도 더 

허용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

(Debra, Braun-C, & Mary, 2008; Paek & 

Chaung, 2006)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즉, 음란

물  경험 자체가 성태도에 향을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Gang, 2000; Kim, 2003; 

Lo & Wei, 2005). 

셋째,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성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인터넷 

음란물  특성으로는 쟁 이 될 수 있다고 여

겨진 최  시기, 빈도, 시간,  

후 생각을 선정하여,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  변인의 향력을 통제한 후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먼 ,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란물  특성   후 생각은 성

지식에 향을 주었다. 이는  후 음란물에 

해 정 으로 여길수록 성지식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지식

에 있어서는 등학생의 성이 강력한 변인이고, 

 특성 에서는  후 생각만이 향을 

주는 것이라는 을 보여 다. 

다음으로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

에 미치는 향에서, 성 허용성, 음란물에 한 

태도, 신체 에 한 태도는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성 허용성은 최  시기,  

후 생각에 의해 향을 받았다. 즉 시기가 

빠를수록,  후 음란물에 해 정 으로 

여길수록 성 허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성에 한 책임, 상 방에 한 배려, 성  

자기결정권에 해 숙고하기 이 인 어린 시기

에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면, 성에 한 허용

성이 증가한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 인터넷 음란물을  한 후 그에 해 

정 으로 여길수록 성 허용성이 증가하 으므

로 인터넷 음란물의 정보를 그 로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

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음란물에 한 태도 역시 최  

시기와  후 생각에 의해 향을 받았다. 

음란물 시기가 빠를수록,  후 생각이 

정 일수록 음란물에 해서도 정 인 태

도를 갖는 것을 보여 다.

신체 에 한 태도는 시간,  후 

생각에 의해 향을 받았다. 시간이 길수록, 

 후 생각이 정 일수록 신체 에 해 

허용 인 것을 보여 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에 

오랜 시간 노출될수록 신체 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성역할 태도는 음란물  특성에 의

해 체 으로 유의한 향을 받지 않았으나, 

 후 생각에 의해서 유의한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고, 결혼에 한 태도 역시 음란물 

 특성에 의해 체 으로 유의한 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에서만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인터넷 음란물  경험은 성에 한 

허용성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성행동에 한 왜

곡된 태도를 발달시켜 성범죄에 한 억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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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을 볼 때(Lee & 

Cho, 2007), 이에 한 부모, 사회의 감독이 더

욱 요구되며, 성태도나 성행동은 이성과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므로 상 방에 한 배려, 책

임, 성  자기결정권 등에 해 숙고할 수 있도

록 등학교 시기를 정시기로 인식하여 교육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인터넷 

음란물 에 노출된 경우 가족, 교사 등 주변

의 건강한 성인과의 화  토론을 통해 올바

른 성인식을 할 수 있도록 꾸 한 심이 주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진행된 바, 연구내용이 연구 상자들에게 민감

한 사항이었기에 문항의 구성 시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심리, 정서  안녕감을 고려하면서 성지식과 성

태도를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문항

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본 연구

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향만을 연구하  으

나, 최근 스마트 폰 등의 사용이 확 되었으므

로 이를 포함한 음란물 노출에 한 연구를 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Barber. D. F. (1972). Pornography and society, 

London: Charles Skilton.

Cha, N. H., Wang, M. J., Yu, K. H., & Kim, J. 

A. (2007). Study of contact with pornographs 

and feeling of sexual conflict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3(2), 107-117. 

Cho, J. Y., & Kim, Y. H. (2004). Sexual messages 

in the media and sexual reaction of adolescent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3), 159-178.

Cho, M. K. (2004).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ual knowledge, attitude, behavior 

and watching pornographic med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Choi, H. G. (2012). The effect of teenagers' contacts 

with internet obscene materials on their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and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Choi, M. I. (2009).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2), 46-69.

Choi, Y. H. (2013). A study of experience of sex 

education, awareness of sexual abuse, sex 

knowledge, and sexual consciousness of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4(3), 355-368.

Debra, K., Braun-C., & Mary, R. (2008).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web sites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2), 156-162.

Gang, M. S. (2000). A status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watching sexually obscene pictures 

on the compu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do, 

Korea. 

Go, H. J., Kwon, M. H., Kim, S. H., Kim, J. Y., 

Kim, J. H., Park, M. S., Park, S. M., Song, 

S. M., Yun, J. S., & Lee, J. Y (1995). A study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향 19

- 111 -

on elementary school 5, 6 grade children's 

sexual knowled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Ewha of Nursing, 28(1995), 52-62. 

Han, B. S. (2013, September, 15). Unprotected 

exposure to pornography sexual offense 

instigate youth, Kyunghang madang, The 

Kyunghang shinmun, Retrieved September. 

15, 2013, from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30915213941

5&code=990402

Han, E. K. (2002).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nowledge about 

sex and attitude toward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Hong, J. L. (2004). The study about the contact 

condition of the lewdness & sexual attitude 

of the elementary․middle students in Wonj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Jeong, Y. Y. (2008).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tact with 

pornography and their sexual-attitude. Unpu- 

blished master’s thesis, Chonbok National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Ji, J. (2001).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experience of computer obscenities and sex- 

attitude and sex-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ang, E. M. (2004). The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consciousness and behavior by 

experience of sexually obscene materials on 

the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 

ch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Korea. 

Kim, D. S. (2004). The influences of primary school 

students' contacting computer obscene pictures 

upon their sex-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Kim, E. M., Yu, S. J., & Song, M. R. (2013).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 

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 18-26.

Kim, J. N., & Woo, H. J. (2001). A cross sectional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access to 

computer online pornograph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1), 150-157. 

Kim, M. H. (2003). The study on sex-attitudes and 

sex-behaviors of adolescents based on 

contacting internet obscen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Korea.

L'Engle, K. L., Brown, J. D., & Kenneavy, K. 

(2006). The mass media are an important 

context fo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186-192.

Lee, H. J.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on 

sexual viole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ape myth reception and the mo- 

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ren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Lee, H. Y. (2007).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20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3, 2015

- 112 -

University, Kangwon-do, Korea.

Lee, I. S., & Cho, J. Y. (2007).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2), 59-68.

Lee, J. S. (2005). 4-6 graders' use of internet and 

their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Lee, K. O. (1999). Age and social class differences 

in korean children's knowledge of sexuality.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9, 19-39. 

Lee, S. M. (2009). In 2008 the harmful environment 

comprehensive survey report.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Lee, Y. J. (2012). A study on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about internet pornography of ele- 

mentary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do, 

Korea. 

Lee, Y. K. (2004).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 Ji University, Seoul, Korea. 

Lim, Y. L. (2013). An effect of sexual education 

coaching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Lo, V. H., & Wei, R.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2), 221-237.

Lou, C., Cheng, Y., Gao, E., Zuo, X., Emerson, 

M. R., & Zabin, L. S. (2012). Media's 

contribution to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ree asian citi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3), 26-36.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 

ment (2001). The story of sex solving together 

(For older elementary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oul: Korea.

Mo, H. S., Oh, H. S., & Cho, E. A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experience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3), 210-220.

Oh, J. A. (2008). Sexual maturity,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3), 305-314.

Paek, K. S., & Chaung, S. K. (2006).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related factors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3), 376-386. 

Roh, M. J. (2003). The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the improvements of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Shim, J. W. (2010). The role of timing to exposure 

to pornography in what adolescent boys and 

girls think about sexual issues. Korean Women's 

Communication Association, 16, 75-104.

Song, Y. M. (2000). A study on sexual con- 

sciousness and behaviour of elementary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향 21

- 113 -

students in capital area of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To, S. M., Ngai, S. S., & Kan, S. I. (2012). Direct 

and mediating effect of accessing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on hong kong 

adolescents’ attitude, knowledge, and behavior 

relating to sex.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11), 2156-2163.

Uhm, M. Y. (2001). A study on sexual con- 

sciousnes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sex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Yun, J. Y. (2010). Survey on status of obscene 

media contact and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Ulsa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Received March 31, 2015

Revision received May 22, 2015

Accepted June 4, 201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