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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우리사회는 서구사회의 성 개방문화가 유입되면

서 과거의 보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성문화로 

변화되고 있다[1].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성 행동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 성 행동의 개방성에 비해 그에 

적합한 자신만의 고유한 성 가치관이나 성의식, 올바른 

생명윤리의식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미혼모 및 혼전 

낙태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1]. 

  이에 본 연구는 일 대학생의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을 

파악하고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

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대학 내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 목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성의식, 생명윤리의식과 성 태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 중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이 성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였

다. 연구 대상자는 K시에 위치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386명의 대학생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

답자료를 제외한 3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성의식
  유명숙과 박현숙(2011)[2]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7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3.2 생명윤리의식
  권선주(2003)[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 4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3.3 성 태도
  호선민(2009)[1]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42문항,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일 대학생의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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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일 대학생의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K시에 위치한 

일 대학교의 재학생 386명으로 32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성의식은 학과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p<.001) 성 태도는 성별(p<.001)과 성지식 경로(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성의식 정도는 보건계열

학과 학생이 관광계열학과와 스포츠계열학과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 태도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

의식과 성 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의식(p<.001), 성별(p<.01), 성지식 

경로(p<.001)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천가

능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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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생명윤리의식, 성 

태도의 차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생명윤리의식, 

성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의식은 학과(F=12.70, 

p<.001), 성별(t=-4.8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성 태도는 성별(t=4.30, p<.001)과 

성지식 습득경로(F=4.2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1].

2. 대상자의 성의식, 생명윤리의식과 성 태도의 관계

  대상자의 성의식과 성 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78, p<.001)[표 2]. 이는 성의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는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3. 대상자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 성
성의식        생명윤리의식 성태도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학년

1학년 58.23±5.518

.805 .492

105.79±8.052

.325 .807

125.71±14.970

.323 .809
2학년 58.17±5.164 105.62±8.462 127.29±15.650
3학년 57.06±5.609 104.88±10.985 126.06±16.621
4학년 57.10±5.186 107.10±8.613 128.33±14.097

학과
보건계열 59.33±4.259

12.702 .000
106.27±8.699

1.453 .235
125.56±16.031

1.024 .360관광계열 56.34±7.154 105.77±8.460 127.14±14.972
스포츠계열 56.52±4.742 104.25±8.976 128.48±14.461

성별
남자 56.58±5.733

-4.824 .000
104.99±9.596

-1.392 .165
130.20±14.114

4.300 .000
여자 59.35±4.546 106.34±7.717 123.02±15.891

윤리교육 
유무

예 58.22±5.281
1.181 .239

105.51±7.795
-.402 .688

126.25±15.044
-.599 .550

아니오 57.49±5.471 105.95±10.235 127.32±16.137

성지식
습득 
경로

대중매체 57.93±6.633

1.517 .184

105.13±8.479

.644 .666

133.16±15.984

4.292 .001

부모님 56.20±8.237 107.05±7.338 126.10±19.847
친구 56.62±5.368 105.80±8.687 128.14±14.997
학교 58.55±4.479 106.06±8.189 123.21±14.323

전문기관 57.33±2.658 101.50±5.958 126.50±20.007
기타 58.35±4.730 104.26±12.604 130.52±12.396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생명윤리의식, 성태도의 차이(N=324)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성 태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성의식(p<.001), 성별(p<.01), 성지식 습

득경로(p<.001)가 모두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적합하였다(R2=.106, p<.001)[표 3].

표 3. 대상자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24)
변수 β t p R2 F(p)

성의식 -.234 -4.363 .000
.106

7.542
(.000)

성별 -.167 -3.105 .002
성지식 -.188 -3.631 .000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성의식, 성별, 성지식 습득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함양하여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의 지속적

인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관련 문제에 대한 

공감과 문제예방을 위한 실천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강의 

위주가 아닌 영상이나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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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식

r(p)
생명윤리의식

r(p)
성 태도

r(p)

성의식 1     

생명윤리의식 .103(.065) 1   

성 태도 -.278(.000) -.013(.820) 1

표 2. 대상자의 성의식 생명윤리의식, 성 태도의 상

관관계                          (N=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