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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에 관한 연구

김순구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Soon-Gu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계를 알아보고 성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수행하 다. D시에 소재한 학생 236명을 상으로 2015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
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학생의 성 태도는 평균 4.01 , 성  자율성은 평균 1.95 ,
성희롱 경험은 평균 0.95 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124.50, p=.000)과 학과
(U=5741.00, p=.026)로 나타났다. 성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529.50, p=.001)과 인 계 만족도

(X2=9.46, p=.009) 으며,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U=5604.00, p=.007) 다. 상자의 성 태도는 성  

자율성(r=.517, p<.01)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학생의 성 태도에 향을 미친 요인은 성  자율

성(β=.46, p<.001)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성 태도와 성  자율성을 증진하고 성희롱의 발생을 방하기 

하여 다양한 상황의 성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기 한 략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attitudes,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and to find out how each factor affects the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36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3 - 8, in 2015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For data analysis, a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s of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an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were
4.01, 1.95, and 0.95 points, respectively. Sec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sexual attitud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gender (U=2124.50, p=0.000) and department (U=5741.00, p=0.026), sexual autonomy were considerably 
different in gender (U=2529.50, p=0.001) and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X2=9.46, p=0.009), an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department (U=5604.00, p=0.007). Third, a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r=0.517, p<0.01). Sexual autonomy was
found to influence the sexual attitudes (β=0.46, p<.001).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develop sex education 
programs in various situations for college students and that sex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constantly.

Keywords : College,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Soon-Gu Kim(Daegu Health College)
Tel: +82-10-4518-1521  email: sgkim@dhc.ac.kr
Received November 17, 2016
Accepted March 10, 2017

Revised (1st January 3, 2017, 2nd January 23,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1.1 연구필요성 

학생은 발달단계상 성에 한 가치 이 확립되는 

청소년 후반기를 지나 성년 기에 속하며 신체 ·정신
으로 성숙하여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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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기이다[1,2]. 한 이들은 이 사회에서 추 인 

역할을 할 사람이므로 사회에 진출하기  건강한 성문

화 정착에 필요한 건 한 성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학생의 성에 한 태도는 사회변화와 문화의 향

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2004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학생의 성 태도는 립 이었던 반면[2], 2014년에는 
그 보다 더 개방 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
러한 성에 한 개방 인 분 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많은 정보의 유입으로도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계 인 경로를 통하여 건 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 성에 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더 개방
이고 하며 남녀평등 의식이 높다[2]. 학생을 상

으로 건 한 성태도 함양을 해 사춘기의 변화, 남녀의 
차이, 성 심리 차이, 남녀의 계, 사랑에 한 이해, 사
랑과 우정, 데이트 성폭력 방과 처법, 표 하기와 듣

는 기술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4], 많은 학에서 학생을 
한 실 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에 

한 많은 지식의 획득으로 학생의 성에 한 태도가 

정 으로 확립되리라 기 한다.
성  자율성은 성 인 계의 맥락에서 필요한 결단

력과 의사결정에 한 조  능력으로[5], 성 인 자기존

에 향을 미친다[6]. 여 생의 성  자율성이 높을수

록 성폭력에 한 허용도 수 은 낮고 미혼모에 한 인

식수 이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7]. 한 성, 험한 
성, 안 한 성을 향하여, 와 나를 지키는 올바른 성 등
에 한 주제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  자율성이 높

았으며[8], 자궁경부암 방 성교육을 받은 여 생이 그

지 못한 학생보다 성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9], 학생의 성  자율성을 증진하기 하여 다양한 성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 다.
성희롱은 상 방의 의사에 반하여 표 하는 성과 

련된 언동으로 성 인 불쾌감이나 굴욕 인 오감을 느

끼게 하는 행 로[10], 85%의 학생이 부분의 가해
자가 사회  강자이며, 이러한 가해자에 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11]. 한편 성희롱에 
한 인식수 이 높은 학생의 경우 성 평등 의식이 낮게 

나타나[12], 성희롱에 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장병, 불면증, 
두통, 복통 등과 같은 신체  불편감과 의욕상실, 인
계 축, 심리  스트 스, 우울, 불안, 직무 스트 스 증

가, 근로의욕과 업무능력 하, 부서 이동이나 직무 환 

고려, 사직의사 증가 등을 경험하고[10,13,14], 부분 

아무런 처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성희롱이 아  발생하

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6]. 이러한 문제는 개인 ·사
회 ·경제  측면의 다양한 문제와 손실을 래할 수 있

으며,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래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지 까지의 성희롱 경험에 

한 연구는 공공기   민간사업체 직원[15], 여군
[16], 학 직원[17], 간호사[18,19], 요양보호사[13]등 
다양한 연구 상에서 이루어졌으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하 다. 성희롱은 직종과 무 하게 사회 

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구나 성희롱

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20]. 성희롱의 발생이 학 내에
서 가장 빈도가 높다는 에서[15], 심각한 상황임을 인
식하고 학생에 한 성희롱 경험 실태를 악할 필요

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성희롱 발생 가능성을 이고 

성희롱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범죄  

하나라는 사회 체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한 노력이 

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 반의 인식변화는 많은 노
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 ·고등학교· 학·사회 체 
구성원의 력이 요구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학
생을 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시도하 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의 성 태도가 정 일수록 성

 자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21]와 성 자율성이 성과 

련된 문제에서 자율 으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능

력이므로[5], 학생의 성희롱 경험과의 련성을 악

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재까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성 태도와 성  자율성[2,22], 성태도와 성 경험
[2,23], 성  자율성 향요인[7,21], 성교육과 성  자율

성[9]  성희롱 인식에 한 연구[3,12]가 부분이었으
므로, 학생이 성에 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성  자율성의 수 이 어떠한지, 성희롱 경험에 한 실
태조사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

희롱 경험 등을 악하여 학생의 성 건강 리에 효과

인 재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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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경험을 악하기 함이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

롱 경험의 정도를 악한다.
둘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성  자

율성  성희롱 경험의 정도를 악한다.
셋째, 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계를 악한다.
넷째, 학생의 성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을 악하고 성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일 학의 보건
계열과 비보건계열 학과 각각 2개씩 총 4개 학과 학생들
을 편의표집 하 다. 해당 학과 학과장을 통하여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 

날인한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연구자의 윤리 인 측

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에 한 비 보장, 익명보장, 응
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철회 가능성 등에 하여 설명

하 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2 program
을 이용하여 유의수  .05, 효과크기 .05, 검정력 80%로 
산출한 결과 정 표본 크기는 193명이었다. 편의표집 
상자에 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부하여 

247부(98.8%)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236부를 최종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2.3.1 성 태도

성 태도란 성에 해 개인이 갖고 있는 일 성 있는 

사고, 감정  행동양식으로[24], 본 연구에서는 Whang[22]
이 개발한 상자의 성 태도 인식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측정한 수이다. 총 27문항이며, 부정 문항은 역산하

다. 각 문항은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최  27 에서 최고 13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정 인 것을 의미한다. 
Whang[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3.2 성적 자율성

성  자율성은 성이라는 본성과 자율이라는 이성이 

통합되어 성에 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며, 자
신이 외부  조건이나 내부  조건에 자신의 방식 로 

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이다[25]. 본 연구
에서는 Chang[25]의 성  자율성 평가도구를 Whang[22]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총 13문항이며, 5  Likert척도로 각 문항은 ‘  아니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최  13 에서 최고 

65 이다. 수가 높을수록 성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Chang[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이었고, Whang[22]의 연구에서는 .84 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성희롱 경험

성희롱 경험이란 성 인 굴욕감이나 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 인 언동에 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17], 본 연
구에서는 Park[13]이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 업무편람

과 Kim[2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성희
롱 피해경험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이다. 총 24문항이고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최  24 에서 최고 12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Park[13]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9 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평   표 편차로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성  자

율성, 성희롱 경험의 차이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므
로 Mann-whitney U-test와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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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Mean)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M±SD U/X2(p)
 Scheffe  M±SD U/X2(p)

 Scheffe  M±SD U/X2(p)
 Scheffe

Gender
Male 39 16.5  18.78±1.96  2124.50

 (.000*)
 8.84±2.04  2529.50

 (.001*)
 4.50±2.23  3265.00

 (.110)Female 197 83.5  20.33±1.90  9.96±1.39  4.78±2.41

Age
20~24 228 96.6

(21.5)
 20.08±2.99

 2.36
 (.307)

 9.77±1.57
 2.88

 (.237)

 4.75±2.41
 .25

 (.883)25~29 4 1.7  20.98±1.34  10.72±1.49  3.96±.61
30≤ 4 1.7  18.93±1.77  9.16±1.38  4.44±1.66

Religion

None 166 70.3  19.98±2.07

 5.67
 (.225)

 9.78±1.65

 2.08
 (.721)

 4.73±2.49

 5.50
 (.239)

Buddhist 25 10.6  20.82±1.30  9.95±1.35  4.83±2.05
Christian 34 14.4  19.95±2.02  9.56±1.46  4.94±2.43
Catholic 10 4.2  20.39±1.59  10.03±1.12  4.73±2.49
Others 1 .4  17.02  8.85  17.29

Department
Health 107 45.3  20.43±1.68  5741.00

 (.026*)
 9.91±1.31 6583.00

 (.542)
 5.22±2.89  5604.00

 (.007*)non-Health 129 54.7  19.78±2.17  9.66±1.75  4.33±1.77

Satisfaction with 
collegiate life

Satisfied 98 41.5  19.82±2.31
 .40

 (.819)

 9.74±1.72
 1.62

 (.445)

 4.57±1.79
 1.43

 (.490)Moderate 112 47.5  20.03±1.91  9.66±1.56  5.10±2.93
Dissatisfied 26 11.0  20.19±2.00  9.91±1.53  4.36±1.67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Satisfieda 110 46.6  18.63±2.44  4.46
 (.108)

a<c

    9.41±2.01  9.46
 (.009*)

 b<c

 6.18±3.48
 3.05

 (.218)Moderateb 115 48.7 20.03±1.90  9.49±1.60  4.81±2.46
Dissatisfiedc 11 4.7 20.27±1.99  10.10±1.42  4.51±2.12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108 45.8  20.31±2.38
 4.23

 (.121)

 9.55±1.68
 1.07

 (.587)

 5.01±2.54
 2.92

 (.232)Moderate 104 44.1  19.84±1.75  9.75±1.46  4.88±2.55
Dissatisfied 24 10.2  2.10±.20  9.85±1.65  4.53±2.18

All 236 100.0
*p< .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 다.
셋째, 상자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성 태도에 한 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학생 

197명(83.5%), 남학생 39명(16.5%)이었다. 연령은 평균 
21.5세로 20~24세 228명(96.6%), 25~29세 4명(1.7%), 
30세 이상 4명(1.7%)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 166명
(70.3%), 기독교 34명(14.4%), 불교 25명(10.6%), 천주
교 10명(4.2%) 순이었다. 비보건계열 학생은 129명
(54.7%), 보건계열 학생이 107명(45.3%)이었으며, 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12명(47.5%)으로 가장 많
았으며 ‘만족한다’가 98명(41.5%), ‘만족하지 못한다’ 

26명(11.0%)으로 나타났다. 인 계 만족도는 ‘보통이
다’가 115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 110
명(46.6%), ‘만족하지 못한다’ 11명(4.7%)으로 나타났
다. 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0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104명(44.1%), ‘만족하지 못한다’ 
24명(10.2%)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학생의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보건  비보건 학과 학생의 성에 한 태도와 자율

성  성희롱 경험에 하여 측정한 결과 5  만   

성 태도는 평균평  4.01 으로 성에 하여 간 이상

의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자율성은 1.95 으로 낮은 성  자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 경험은 0.95 으로 상자들의 성

희롱 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
험의 3개 하  역  ‘언어  성희롱’ 2.42 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  성희롱’이 1.77 , ‘시각  성희롱’ 
1.62  순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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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Sexual Attitude 4.01±.40

Sexual Autonomy 1.95±.31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Physical 1.77±.95
Verbal 2.42±1.23
Visual 1.62±.87

Sub-Total .95±.48

Table 2.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the subjects        (N=236)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학생의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U=2124.50, p=.000)과 학과(U=5741.00, p=.026)로 나
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
계열 학생보다 수가 높으므로 성 태도가 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인 계 만족도가 ‘불
만족’인 학생이 ‘만족’인 학생보다 성 태도가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U=2529.50, p=.001)과 인 계 만족

도(X2=9.46, p=.009) 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인 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이 ‘ 간’인 학생보다 성  자

율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
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U=5604.00, 
p=.007)로 나타났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
생보다 수가 높아 보건계열 학생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3.4 성 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희롱 경험 간의 

관계

학생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상자의 성 태도는 성  자율

성(r=.517, p<.01)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Sexual Attitude
r(p)

Sexual Autonomy
r(p)

Sexual Autonomy .517(.000)**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107(.100) -.099(.128)

**p< .01

Table 3. Relationship of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the subjects 

(N=236)

3.5 대학생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성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는데, 회귀분석 시 고려되
어야 할 다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었으며, 분자확 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도 기
치인 10을 넘지 않아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은 성별, 연령, 종교, 학과, 학
생활 만족도, 인 계 만족도, 공 만족도, 성  자율

성, 성희롱 경험 등을 가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 다. 분
석결과 성  자율성(β=.46, p<.001)이 학생의 성 태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정 이었으며, 태도에 한 총 설
명력은 29.3%로 나타났다(F=11.84, p<.001)<Table 4>. 

Variables β t p VIF tolerance
(Constant) 11.62 <.001

Gender .13 2.10 .037 1.215 .823
Age -.06 -1.00 .317 1.055 .948

Religion -.10 -1.75 .082 1.046 .956
Department -.13 -2.13 .035 1.157 .864

Satisfaction with
collegiate life

.03 .32 .748 1.938 .516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01 .12 .906 1.573 .636

Satisfaction 
with major

.00 .04 .966 1.720 .581

Sexual 
Autonomy

.46 7.93 <.001 1.120 .893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09 -1.01 .109 1.070 .935

F-value: 11.84 p-value: <.001 R2 : .320 adj R2 : .293

Table 4. Factors Affecting Sexual Attitude of the subjects
(N=236)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에 한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에 하여 악하고, 그들의 계와 성 태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학생의 성 건강

리에 효과 인 재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 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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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상자의 성 태도는 5  만 에 4.01
으로 높은 수 이었는데, 안산시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3]의 3.36 (4  만 )보다 약간 낮았으나, 청소
년을 상으로 한 연구[27]의 3.07 (4  만 ), 서울과 
경기도 소재 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2]의 3.09 , (5
 만 )과 충청도와 강원도 소재 학생 연구[23]의 

2.98 (5  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연구 상자의 지역 인 부분과 편의표집에서 기인

한 오차의 결과로 사료된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의 지
속 인 성교육은 학생의 성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

키므로[28], 학생들이 성에 하여 더욱 더 정 인 

태도를 갖도록 올바른 성 교육을 주기 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를 검

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
건계열 학생보다, 사후분석 결과 인 계가 불만족한 

학생의 성 태도가 더 정 이었다. ·고· 학생을 상
으로 한 연구[22]와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7]
에서도 여학생의 성 태도가 더 정 이고 윤리 인 것

으로 나타나 성별에 한 차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 다. 
그러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29]와 학생을 상
으로 한 연구[2,3]에서 남학생의 성 태도가 더 개방 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부모와의 
계가 좋은 학생에게 성교육을 시행하고[28], ·고
등학생에게 성교육 횟수를 증가시킬수록[30], 지  장애

를 가진 고등학생에게 역할극을 통한 성교육을 시행한 

후[31], 성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하므로 청소년

과 학생을 상으로 수 에 합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한편 비보건계열 학생보
다 보건계열 학생의 성 태도가 더 정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22]와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 으므로 교양

으로 성과 건강에 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상으

로 추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가 인지한 성  자율성은 5  만 에 

1.95 으로 낮은 수 이었으며, 학생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2,21]의 결과보다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성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  자율성이 높아

졌다는 다른 연구[8,9]결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반
복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학과별
로 성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성별과 인 계 만족도

가 성  자율성과 련 있는 변수 다. 여 생과 인

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의 성  자율성이 더 높았

다.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진 여러 연구[2,21,22]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의식수 이 높아짐에 따라 성에 한 선택에서도 타인의 

생각이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단과 의지를 요하게 

인식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방 성교
육을 받은 여 생[9]과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한 성교육을 
받은 학생[8]의 성  자율성이 높아졌으며, 성격 유형
에 따라 성  자율성의 수 이 상이하므로[32], 학생들
의 성  자율성을 향상하기 해 성격 수 에 따른 다양

한 성교육 로그램을 개발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인 계 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의 성  자율성

이 높은 것은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인문학 교육 특강과 동학습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인 계 기술을 증가시키

고 원만한 인 계술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연구 상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5  만 에 0.95
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희롱 경험에 한 국내의 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20.4%의 의 생이 병원실습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

다는 연구[33]와 62%의 여 생이 자신의 학에서 성희

롱을 당할 정도로 학에서 성희롱이 빈발한다는 미국 

학여성 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의 보고[34]와 상반된 결과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학에서 매년 시행하는 성교육과 성 련 문제를 

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상담과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

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성희롱 방과 해결을 한 
담기구 설치를 국의 학으로 확 해야 한다. 

상자의 학과에 따라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 학생의 건물 구조와 련되는 것으로 단한

다. 비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타 학과와 분리된 건물을 사
용하고 여학생의 비율이 높지만,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타 보건계열 학과와 동일한 건물에서 이성과의  기

회가 훨씬 많다. 성희롱 경험의 경우 부분 이성 간에, 
공공기 보다 학에서, 학 내에서는 학생 간에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17], 성희롱 방교육 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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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폭력, 윤리 ·법  책임, 올바른 처법 등에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

의 계를 검정한 결과 성 태도가 정 인 상자가 성

 자율성이 높았다.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상자의 

성 태도에 향을 미친 요인은 성  자율성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29.3% 다. 성과 련된 태도가 정
인 상자가 성에 한 의사결정 시 자율 이고 개방

으로 단함을 알 수 있었다. ·고·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2]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성 태도와 성  자율성 간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성에 하여 정

인 사고와 태도로 임하고, 스스로 자율 이고 올바른 선

택을 하며, 성희롱 피해를 방하기 하여 공계열별 
다양한 상황의 성교육 로그램 개발  용에 도움이 

될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일 학의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므

로 일반화하는데 신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
험 등을 악하여 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성 건강 리

에 합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상자의 성 태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  자율성은 낮았으며, 성희롱 피해 경험
은 거의 없었다. 학생의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과 학과 는데, 여학생과 보건계열 학생의 
성 태도가 더 정 이었다. 사후검증결과 인 계 만

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의 성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성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과 

인 계 만족도 으며, 사후검증결과 인 계 만족도

가 ‘불만족’인 학생과 여학생의 성  자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는 학과 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성희롱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성 태도, 성  자율성  성희롱 경험 간의 계를 분석

한 결과 성 태도는 성  자율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가 정 일수

록 성  자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상자의 

성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자율성이 학생의 성 태도

에 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학생 집단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성 태도  성  자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국의 학생에 한 성희롱 피해경험 실태조사를 제언한

다. 셋째, 성희롱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기 한 질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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