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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Analysis of sexual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김정애*

Jungae Kim*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성경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횡단면 기술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서울, 충청도, 강원도 소재의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 중 320명을 편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Y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299명의 학생들을 조사에

포함시켰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99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이

들 중 60.2%의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경험 예측 분석 결과, 성경험이 있는 친구를 가진 학생들, 흡연 학생

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금연 프로그램을

포함한 흡연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대생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 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원하지

않는 성경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여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어 : 여대생 성경험, 성경험 예측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xual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We selected 320 students from 6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Chungchung-do and Gangwon-do by convenience random sampling and received 
IRB from Y Univ. 299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Among 299 
students, 60.2% of students reported to have sexual experienc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factors to 
sexual experience revealed that the students who were having friends who had sexual experience, smokers and 
those who were high grade, had significantly more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should be an intensive and female tailed sexual relate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for smokers and including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he school health services of University 
combined general staff work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tect the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critical 
situation caused by unwanted sexu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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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개인차는 있으나 사

회 경제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성숙된 상태로 사회 문

화적 수준에 따라다양한영향을받으며대학생활동안

이성교제를 통해 손잡음, 키스, 포옹, 애무, 성경험(성관

계) 등성(sex)과 관련된광범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1).

최근 여대생들의 성경험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ng, HY(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19.3%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hin, KR

등(2)의 연구에서는 17.5%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여서 과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변

화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환경에서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학입시 준비에

이성에 대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대학생에 되면서 이

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성인으

로 인정받게 되므로 되면서 이러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실제로 성행동으로 옮기게 된다(5). 이성교제

경험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지니지만 그

러나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이성적 통제간의 균형

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에서 성을 경험할 수 있

다(6).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관한 Chae, GM과 Jung,

MC의 연구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피

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자

대학생들과는 달리 성경험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

더 나아가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산, 성

병 감염 등으로 남학생들보다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

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바

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여성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운다거나 오히려 성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여성 개인의 행동 등을 비난하는 등으로 고통을 외면하

고 있는 경향이 있다(7,8).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분위

기로 인해 성경험으로 인해 성 피해를 입은 여대생들은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들의 경험담 등을 통하여 얻은 지

식으로 비밀리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9). 이러한

대처방식은 미래의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인생의 시작

시점에서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것

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

Kim, MJ(9)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1.5%가 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대생의 성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Shin, KR 등(2)의 대학생들 성경험 특성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임신을 한 대상자 중 94.4%가 임신중절을 하

였으며, 이 중 17.5%가 중절 후 출혈, 요통, 복통, 빈혈

등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Kim, SJ 등(10)의 연구에서는 시설 미혼모

중에서 20.4%가 대졸이거나 임신으로 인해 대학을 중

퇴한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성에 대한 허

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에 상당하는 많은 여대생

들의 성경험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Beck, CT(11)는 미혼모이거나 계획되지 않은 성경

험으로 인해 원치 않는 출산을 하였을 때 우울증이 발

생할 가능성을 보고하였고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의 임신

중절은 신체적 고통 뿐 만 아니라 향후 정신적 문제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Park, G(12)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 피해 경험

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여서 정신적인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국외 연구에서도

Du Rocher Schudich T 등(13)이 829명을 대상으로 성

피해를 받은 대상자의 11%가 물질남용을 비롯한 자살

사고, 가정환경 악화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를 앓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성 피해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

는 Ha, N 등(14)이 성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우울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

으며, Kim, JY(16)은 대학생 시기의 성태도가 결혼 후

부부간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여대생들의 성경험

은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에게 예비 부모로서의 가

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경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Woo, GH(17)는 대학생의 첫 성경험 시기는 대학생 1~2

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성 교제 후 성관계는 2개월에

28.7%가, 1개월에 25.7%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첫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가

74.3%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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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의 시작과 더불어 짧은 기간 안에 성 경험을

하고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여대생들의 합의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성경험

이 억제되던 시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성(sex)에 대하여 보수적이라고 보

긴 어렵다고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국가로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매체에 의한 성적

상품이 범람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

은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 내외 연구

를 살펴보면, Whitebeck, L.B 등(18)은 청소년들이 성

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면 일찍부터 성관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태

도 등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하였으며, Son, JN(19)은

감각추구성향의 탈 억제, 충동성 등이 성경험에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EM 등(20)의 연구에

서 전체 대상자의 45.7%가 중학교시기에 음란물을 접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on SR(21)은 담배와 술을

마시는 대학생들이 성경험이 높다고 하였으며, 성에 관

한 지식이 많을수록 성경험이 높다고(22,23)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Hwang SW, Cho JY 등, Hoe TK 등의

연구에서는 피임의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경험

율이 낮게 나타났다(24,25,26). 이와 같이 대학생의 성

경험에 관한 연구는 성관계 경험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

거나 성경험과 음주, 흡연, 성지식, 성태도와 성행동의

관계(17,21,22,23), 대학생의 피임의도(24,25,26) 등 연구

자들에 의해 객관적 자료 취득이 용이한 성경험자들의

특성과 성경험율의 관계가 연구되어져왔다. 특히 여대

생들에게 있어서의 성경험은 솔직하게 대답하기엔 응

답하기 예민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

러한 한계점을 보안하고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심

층적인 내면을 살펴보기 위한 질적 연구가 2012년,

Cho, SH와 Cho, AM(5)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

는 이성교제와 성행동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로

서 이 연구를 살펴보면 여대생들은 성관계에서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관계 시

준비부족, 성감이 좋지 않음, 분위기가 깨질까봐 등의

이유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여대생 5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로써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성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일반

적인 대학생의 성경험 특성을 나타내기엔 성경험과의

단편적인 관련요인이거나 대상자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요인

과 올바른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성경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

양한 건강문제를 동반하니 실태조사를 하고 그 예측 요

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까지 연구되어져 온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과 여대생들의 성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변수와 표본으로 실제적으로 성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연구대상 지역을 서울, 충청, 강원 세 지역으로 확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적은 수의 표본으로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파악한 반면 본 연구는 많은 대상자수를

확보하고 여러 지역의 표본수로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

태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

구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1,2,3,4,5,9,17,22,23) 통합 분석하여 영향요인의 타당도

를 검증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대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역과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성경험의 예측 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경험을 방지하고, 여대생들

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의 영향요인

들을 규명하여 여대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분석한다.

2) 그들의 성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한다.

3) 다변수분석을 통해 성경험의 예측 요인들을 확인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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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와 충청도, 강원도 소재 대학교 여대

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그들의 성경험 실태를 알아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

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2

개, 강원도 소재 2개,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여대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계산하였을 때 134명이 산출되었다. 이 중 10~20% 탈

락률을 고려하면 161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320명을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

며, 이 중 무응답자와 자료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 보

이는 21명을 제외한 29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므로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

적인 고려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에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

구시작 전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대학생의 성경험 관련 기존

논문의 성경험 영향요인을 통합 분석하여서

(1,2,3,4,5,9,17,22,23), 간호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수합

하여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으로는

성경험 유무, 학년, 용돈, 학교 성적, 아르바이트 유무,

성병 감수성, 음주, 흡연, 운동을 포함하였고, 가족 및

사회 관련 특성으로는 귀가 시 집에 어머니의 유무, 친

구의 성경험, 학교 지역, 거주 형태, 경제적 상태, 성교

육 유무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구조화된 설

문지는 정확성과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 전 단

계에서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

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후 이해도, 문항의 적절성

배치 등을 간호대학 교수 3인과 사정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자료 수집은 9

월30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서울․충

청도․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교 6개교를 임의 선정하

여 각 대학 보건기관의 대학보건 간호사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 동의

를 얻은 후에 대학보건 간호사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1인당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 질문지의 내용 및 보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연

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경험

유무는 카이제곱분석법으로, 대학생 성경험 유무 예측

요인들 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성경험 분포

여대생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Table 1). 총 299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0명(60.2%)이었다. 학년 분포는 3학년이 98명(32.7%)

으로 다소 많았고, 그 다음은 2학년 80명(266.8%), 1학

년 61명(20.4%), 4학년 60명(20.1%) 순으로 분포 되어

있었다. 한 달 용돈 정도는 10만원 이하를 소요하는 학

생이 62.5% 정도 이었으나 15만원 이상을 쓰는 학생도

약 18.4%가 되었다. 학교 성적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학

생이 100명(33.7%)이었고 중간보다 높다고 응답한 학

생이 54.6% 정도였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학생으

로 74.8%로 많았고, 성병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서는 성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09명(37%)

이었다.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대한 설문

서울시

여대생

⇒
일반적 특성

성경험 실태
⇒

성경험

예측 요인

충청도

여대생

강원도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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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06명(35.5%)이었다.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268명(89.6%)이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58명(19.4%)이 흡연자였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180명(60.1%)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유무를 분석한 결

과, 거주형태(p=.057)와 성교육 유무(p=.446)에 따라서

성경험유무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귀가 시 어머니가 있는 경우

(p=.016), 친구의 성경험 유무(p=.000)와 지역차이

(p=.014)에 따라서는 성경험 유무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학년에 따른 성경험 유무에 대

해서는 1학년이45.9%이고, 2학년이 48.8%, 3학년이

67.3%, 4학년이 78.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비

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흡연 유무에

있어서 비흡연자의 53.1%에 비해 흡연자가 89.7%로 유

의하게 높은 성경험율을 보였다(p=.000). 운동 정도에

있어서도 운동을 전혀 안하는 학생들의 58.3%가 성경

험이 있다고 한 반면 일주일에 4회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성경험율이 90.9%로 운동 정도가 높아질수

록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p=.014).

여대생들의 가족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성경험 유

무를 분석하였다(Table 2). 귀가 시 집에 어머니가 있

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의 성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있는 학생들의 성경험은 55.3%인데 비해 어

머니가 없는 학생들은 68.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6). 친구가 성경험이 있는 학생 들 중에는 73.8%

가 성경험을 한 데 비해, 그렇지 않은 학생은 22.4%만

이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p=.000). 대학교가 속

한 지역에 따라서도 매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4).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의 47.6%가 성경

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지방 소재 여대생들은

62.9%를 보였다. 여대생들의 거주 형태(p=.093), 경제상

태(p=.057), 성교육 유무(p=.446)에 따라서는 성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석 통합하여 성경험 예측 요인 변수들

을 선택하였다. 특히 흡연은 성경험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Chio C와 Yi CC(27)의 연구와 Son, AR(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의 유의성을 근

거로 흡연을 선택하였다. 여대생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 및 사회적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학년, 흡

연, 격렬한 운동 특성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

족 및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귀가 시 어머니가 집에 있

는지 여부, 친구의 성관계 유무, 대학의 지역 특성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대생들의 성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던 6개 변수들인 학년, 운동실태, 흡연여부,

귀가 시 어머니 유무, 친구의 성경험유무, 지역을 활용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조건부 전진 방법

(Conditional forward method)으로 실시한 결과, 3개

변수인 학년, 흡연유무, 친구의 성경험유무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을 기준으로 해

서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이 1.38배씩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p=.04),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흡

연을 하는 학생의 성경험이 5.68배 많았다(p=.00). 친구

의 성경험유무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친구가 성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에 5.3배 유의하게

많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Table 3).

Ⅳ.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특성상 솔직하게 답변하기 어려

운 성경험에 대한 연구로 적은수의 표본으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어려운 연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많은 표본수와 많은 지

역을 포함하여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와 성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서울시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2개, 강원도 소재 2개

총 6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99명의 학생들로 구성되

었으며,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한 여대생을 대상

으로 성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성경험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

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경험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석에 포함하

였고(1,2,3,4,5,9,17,22,23) 여러 지역의 여대생들을 표본

으로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와 성경험 예측요인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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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총 299명 중 180명(60.2%)의 대상자들이 성경험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2007년, Kang, HY(1)의 연구

결과에서 19.3%가 성경험이 있고, 2010년, Shin, GR 등

(2)의 연구결과에서 성경험이 17.5%로 나온 결과와 비

교해 볼 때 여대생들의 성경험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 10년 동

안 여학생의 성행동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

고한 Grunseit, A 등(28)의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체적 정신적 성숙은

사회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지위향상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져 왔다. 이

에 따라 그간의 보수적이고 전통 사회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성에 관한 인식도 빠른 변화가 왔다고 보인다.

즉,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성 개방 조류가 우리

나라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여져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Shin, GR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 대학생들은 불건강하고 안전하지 않은 성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여대생들의 60%가 넘는 학생들이 성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경험에 대한 준비되

지 않은 결과로 인해 특히 여대생들에게 있어서는 미혼

모를 비롯한 각종 성병 감염 등 심각한 성경험과 관련

되 피해가 발생될 것이 심히 우려되어진다. 또한 이와

같은 성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후유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

할 가능성이높을 것이다(9). 본 연구 결과, 성경험은학

년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최근 국외에서 연구되어진 Trin SL 등(30)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경험율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경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성

경험을 예방하자는 교육보다는 성경험을 신체적으로

성숙한 대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오히려 건강한 성경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과 성경험에 따른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성교육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2002년도에 Lee, HS(31)가

일개 여자대학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

들의 98.4%가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

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대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와

같은 현실은 이제 대학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여

대생들의 성경험과 관련된 대학 환경관리가 중요하다

고 판단되며, 성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고통

과 그들의 요구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릴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

율이 증가하는 것은 Woo, GH(17)가 대학생의 성경험

이 이성 교제 후 1~2개월 이내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연관을 지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성교제 후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서 성경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 분석과 이제 더 이상 성경험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아닌 안전한 성경험을 위한 조기 성교육 자료가 개발되

어져야 하겠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성경

험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의 성교육이 조기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으로 남은 인생

을 살아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대생에

게 맞는 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귀가 시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성경험율이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가족과의 관계 등이 성경험에 영향을 미친

다는 국외의 Rink E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32) 국

내의 11~20세까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경험 예

측요인에서 함께 사는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는 Kwon, HJ 등(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가족은 주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서적 지지체계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존재하며 묵시적인 규율이 존

재하는 것으로 특히 귀가 시에 어머니의 존재는 여대생

들에게 대화가 창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대생들에게 이성교제가 더

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 올 수 있다고 보인다. 여대생들

에게 이성교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

의 인지와는 다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Cho,

SH와 Cho, AM(5)의 연구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성관

계에서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관계시에 분위기가 깨질까봐 등의 이유로 콘돔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즉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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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제에

서는 실행을 확고하게 하지 못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지역에서 이성교제는 더 정서적 지지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대생들은 남

학생들과 달리 성경험에 대한 의미를 정서적인 면에 많

이 두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대

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성교육은 여대생

들의 감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구의 성경험 유무가 강력하게 성경

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io, C와 Yi CC(27)가 동료와 사회적으로 친밀

한 사람의 성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Kim, MJ(34)의 연구에서 친구가 성적으로 활발하거나

또는 성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때 성경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친밀한 사람과 함께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

이 효율적이리라 판단된다. Chun, NM(35)의 연구에서

여대생을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지

식과 성적자율성에 대한 효과를 본 결과에서는 피상적

인 성교육보다는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친

한 친구들과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Christov-Moore L, et al.(36)는 감성은

여성에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강조하였

는데, 성교육이라는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성교육은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읽어주는 감성에 초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2007~2013년까지의 데이터

를 가지고 STIs 예방을 위한 상담의 장단점에 관한 체

계적인 리뷰를 한 최근 연구(37)에서는 성행동이 활발

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한 결과

STIs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성상

담을 포함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ursoy E, 등(38)은 대학교에서의 일반적인 행정관리

로는 성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관련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으

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Cho,

SH Cho, AM(5)의 성교육에 있어서 여대생들의 감성

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전문가가 집중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흡연을 하

지 않는 학생보다 흡연을 하는 학생의 성경험이 5.68배

나 많았는데, 이는 Han, SH 등(39)의 연구에서 흡연이

청소년들의 성 경험 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는 결과와 유사한데, 흡연이 모든 비행의 첫걸음으

로 잘 알려져 있듯이 올바른 성경험을 위해서는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의 성교육과 동시에 건강한 성경험에 악

영향을 미치는 금연정책을 교내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Garcua CM, 등(8)의 연구를 살펴

보면 일대일 면접 연구결과 성상담을 위해 처음 찾아가

는 사람은 대학교 내의 직원들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

금까지 상담 전문가에게 우선 상담을 받으러 갈 것이라

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그는 연구결과

를 통하여 대학교내의 건강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학교 내의 광범위한 직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또한 대학생들이 성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 위

해 찾아갈 때는 대학생들이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인격

이나 그 외 상담자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상

담자들이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 기술에 따라 다르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40). 따라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가적 인간관계 기술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최근 여대생들의 성경험이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

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전한 이성교제

는 친밀감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지니지만 성가치

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성교제는 위험한 면

도 지니고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자 대학생들과는

달리 성경험을 통해서 임신의 가능성과 원하지 않은 임

신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산, 성

병 감염 등 남학생들보다 더욱 큰 성 피해를 입는다. 성

피해를 입은 여대생들은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들의 경

험담 등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비밀리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인

생의 시작점에서 커다란 상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심

각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

대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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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

공함과 동시에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

다.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일개 지역의 연구대상자로 적은 표본 수이거나 오래전

의 연구 결과이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 통합하여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경험 분포

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충청 강

원 지역의 4년제 6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99명이었으

며 본 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성경험은 총 299명 중 180명으로

60.2%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유무를 분석

한 결과, 귀가 시 어머니가 없는 경우, 친구의 성경험이

있는 경우, 서울보다는 지방소재 대학교의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흡연하는 여대생들이 비흡

연자에 비해 높은 성경험율을 나타냈으며 일주일에 4

회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성경험율이 높게 나

타났다.

셋째,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이 1.38배씩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여대생들보다 흡연을 하는 여

대생들의 성경험이 5.68배 많았고, 친구가 성경험이 있

는 경우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이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은

학년, 흡연유무, 친구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

과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대학교에 입

학한 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대생들을 위한 맞

춤 성교육은 감성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화하여야 하

며 동시에 적극적인 금연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다섯째, 여대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적극적인 학교

정책으로 성교육 전문가가 교내 전체 직원들과의 협동

을 통해 정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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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Table1.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 p<0.05

Variables Categories

Sexual Experiences

Total X2(p)Yes

N(%)

No

N(%)

Grade

1st

2nd

3rd

4th

28(45.9)

39(48.8)

66(67.3)

47(78.3)

33(54.1)

41(51.3)

32(32.7)

13(21.7)

61(20.4)

80(26.8)

98(32.7)

60(20.1)

19.91(.000)*

Allowance

Under 50,000

Under 100,000

Under 150,000

More 150,000

22(47.8)

83(58.9)

36(63.2)

39(709)

24(52.2)

58(41.1)

21(36.8)

16(29.1)

46(15.4)

141(47.1)

57(19.1)

55(18.4)

5.89(.117)

Academic Grades

Low

Lower Middle

Middle

Upper Middle

Upper

2(50.0)

23(74.2)

55(55.0)

73(61.3)

26(60.5)

2(50.0)

8(25.8)

45(45.0)

46(38.7)

17(39.5)

4(1.3)

31(10.4)

100(33.7)

119(40.1)

43(14.5)

3.90(.419)

Part time job
Yes

No

131(58.7)

48(64.0)

92(41.3)

27(36.0)

223(74.8)

75(25.2)
.646(.253)

STD Sensitivity

Never

Hardly Ever

Usually

Little bit

Mostly

19(54.3)

28(56.0)

59(54.6)

55(68.8)

19(73.1)

16(45.7)

22(44.0)

49(45.4)

25(31.3)

7(26.9)

35(11.7)

50(16.7)

108(36.1)

80(26.8)

26(8.7)

6.52(.164)

Drinking
Yes

No

165(61.6)

15(48.4)

103(38.4)

16(51.6)

268(89.6)

31(10.4)
2.02(.111)

Smoking
Yes

No

52(89.7)

128(53.1)

6(10.3)

113(46.9)

58(19.4)

241(80.6)
26.01(.000)*

Vigorous

Exercise

None

1 per week

2 per week

4 per week

More than 5 per week

105(58.3)

24(49.0)

25(67.6)

20(90.9)

6(54.5)

75(41.7)

25(51.0)

12(32.4)

2(9.1)

5(45.5)

180(60.1)

49(16.4)

37(12.4)

22(7.4)

11(3.7)

12.4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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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과 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Table 2.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 p<0.05

표 3. 성경험 관련 요인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Cox & Snell R square = .218, Nagelkerke R square = .293

Variables Categories

Sexual experiences

Total X2(p)Yes

N(%)

No

N(%)

Mother is existed when

students get back home

Yes

No

105(55.3)

74(68.5)

85(44.7)

34(31.5)

190(63.8)

108(36.2)
5.04(.016)*

Friend’s Sexual experience
Yes

No

163(73.8)

17(22.4)

58(26.2)

59(77.6)

221(74.4)

76(25.6)
62.54(.000)*

Region
Near Seoul

Provinces

40(47.6)

107(62.9)

44(52.4)

63(37.1)

84(33.1)

170(66.9)
5.41(.014)*

Living Patterns
With Family

Others

83(56.1)

97(64.2)

85(43.9)

54(35.8)

14849.5)(

151(50.5)
2.07(.093)

Economic Conditions

Low

Lower Middle

Middle

Upper Middle

Upper

5(62.5)

22(50.0)

94(56.6)

56(71.8)

3(100.0)

3(37.5)

22(50.0)

72(43.4)

22(28.2)

0(0)

8(2.7)

44(14.7)

166(55.5)

78(26.1)

3(1.0)

9.17(.057)

Sexual Education
Yes

No

28(58.3)

152(60.6)

20(41.7)

99(39.4)

48(16.1)

251(83.9)
.08(.446)

Variables (Baseline) OR 95% C.I. ｐ

Grade (1st)
1.38 (1.02 - 1.87) .04

Smoking (No)
5.68 (2.21 - 14.59) .00

Friend’s Sexual experience (No)
5.3 (2.73 - 10.3)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