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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족요인을 파악하고자 우리나라 청

소년들에 대한 국가 통계량 생산을 위해 복합표본설계 기반으로 조사되고 있는 제11차 (2015년) 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5년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8,043명이며, 층화 및 집락, 가중치의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기본 빈도분석과 성경험 유무에 대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나이, 학교유형, 스트레스 정도, 흡

연, 음주) 및 가족 (경제상황, 부모동거) 요인이 청소년들의 성경험에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음주경험과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각각 2.03배와 4.01배 높은 성경

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상이 양부모와 동거하는 대상에 비해 3.47배

높은 성경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를 위해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요인 중 큰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음주와 흡연에 노

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상

태가 좋지 않거나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할 것이

다.

주요용어: 개인및가족요인, 복합표본설계, 성경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 서론

청소년기는 개인의 신체·정신·사회적인 면이 성숙하고 통합되어 가는 전인적인 발달과정의 일부분이

자, 아동기와성인기사이의과도기적발달단계로서청소년들은개인의신체·정신·사회적인다양한측면

에서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장발달이 이전 세대보다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는 시기가 또한 가속되고 있다. 과거보다 낮은 연령에서

성인의 신체적 체격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이 성적 충동을 표출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성 문제는 청소

년의발달단계에서중요하게다루어야할부분으로주목받고있다 (Lim, 1988; Song, 1995).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독립성이 낮고, 호기심이 강하고 순간적 흥미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청소년들은다양한매체를통하여무분별한성관련정보를쉽게접할수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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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함과 동시에 지나친 성의 개방으로 인해 건전한

성인으로자라는과정에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Kim, 2003).

실제로 현재 청소년들의 성경험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발표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은 평균 13.2세 (남: 13.1세, 여: 13.5세)에 처음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제2차 성징이 가속화되고 있어 남학생들

의 몽정 시작 연령은 평균 12.5세, 여학생들의 초경 시작 연령은 평균 11.7세이다 (KCDC, 2015). 이를

종합해 볼 때, 평균적으로 남학생들은 몽정 1년 이내, 여학생들은 초경 2년 이내에 첫 성경험을 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즉,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2차 성징기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이에 비례하여 성경험 시

작연령또한낮아지고있다.

이러한청소년의성경험시작연령이낮아짐에따라서, 청소년들은다양한신체·정신·사회적위험에노

출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단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성경험에 따른 청소년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

령과 성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경험 시작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병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Lee 등, 2015). 또한, Zuckerman (1979)는 자극의 최적수준이론에 기반을 두어 자극추구동기 (sensa-

tion seeking)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행위로 인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기초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행위를 포함한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외향적, 충동적, 반사회적, 불안해하는 경향

을 가진다고 한다. 특히 약물·음주 등의 비행 관련 행위들이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White 등, 1985). 그 외에도, 자극추구 경향에 의한 청소년의 성경험이 여러 비

행행위와 상관이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Park 등, 1996),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

정·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성행위 및 불안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Kim 등, 2004;

Min과 Choi, 2014).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혹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출산과 양육, 임신

중절, 입양과같은여러개인적·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다.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성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여러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

지만, 청소년들의 성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Kim 등, 2012).

또한, 최근의 경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 있는 개인

및 가족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의 대표성

이 확보된 가장 최근 자료인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성경험 실

태를추정하고자한다. 또한, 통계적모형을기반으로청소년들의성경험과관련있는개인및가족요인

을규명하여청소년의성문제에대한정책적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와 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합표본설계를 기반으로 매년 표집되고 있는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확률적 집락추출방법을 이용하여 모

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의 표본은 16개 시·도 내에서 지역 규

모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으로 대구분하고, 각 지역 내에서 43개 지역군으로 소분류 한 후, 학

교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로 총 129개의 모집단 층화로 나누었다. 통계작성 시 시계열유지

를위하여선행조사의학교수와동일하게중학교와고등학교각 400개교 (1,200학급, 학년별 1개학급)

로약 800개교에재학중인 70,362명의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표본을배분하였다. 비례배분법을적용

하여 표본 학교 수를 배분하여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표본 추출결과 총

797개교로 68,04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참여율 97.70 %). 조사방법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

인 조사로 대상자가 학교 전산실에서 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행위에 관련된 15개 영역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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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문항)에 응답하였다. 표본설계에서 고려된 층과 집락, 가중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통계량으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온라인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

어가지 않으면 조사를 완료할 수 없어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성이

높은 표본자료로 생각한다 (Han과 Park, 201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2.2. 연구방법

2.2.1. 변수의 구성

청소년 성경험에 대한 개인 및 가족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성경험 여부변수

와 개인요인 (성별, 학년, 학교 유형,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 정도, 음주 경험 여부, 흡연 경험 여부, 학

업성적), 가족요인 (부모님과동거여부, 경제수준)을사용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청소년 성경험 여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항에 ‘이성

과 성관계’ 또는 ‘동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개인

요인 변수인 학년의 경우 이변량 (중학생, 고등학생) 변수로 재범주화 하였으며, 경제상태와 학업성적은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된 항목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3개로 재범주화 하였다.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

혀 느끼지 않는다’로 구분된 항목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

는다, 전혀느끼지않는다’의 3개로재범주화하였다.

2.2.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2015년)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소프트웨어인

SAS 9.3을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고,

추정치 및 표준오차의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층화변수와 집락변수, 가

중치변수를 사용하였다 (Park과 Choi, 2014). 가중치는 지역군 내 성별, 학교급별, 학년별 가중치의 합

이 2015년 4월 기준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수와 같도록 사후보정되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성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분석 (빈도, 가중비율, 가중평균)을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특

성과 성경험 여부와의 단변량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복합표본설계에서

일반적인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게되면 검정통계량이 매우 크고, 유의확률이 심각하게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Heo와 Chung, 2012),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본설계를 고려한 Rao-Scott 카이제

곱검정 (Rao와 Scott, 1987)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경험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고려한모든요인들을포함하고복합표본설계를고려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총 연구 대상자 수는 68,043명이었으며 이들 중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281명 (4.97%)이었다.

Table 3.1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및 가중 %)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34,299명 (46.99%),

고등학생이 33,744명 (53.01%)이었으며, 남학생이 35,204명 (52.14%), 여학생이 32,839명 (47.86%)이

었다. 학교유형별로는 남녀공학학교가 43,673명 (62.9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상시스트레스인지정도에서는조금느낀다는대상자가 29,849명 (44.05%)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

지하고 있었다.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각각 27,201명 (40.80%)과 11,628명 (17.41%)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에대해서는상에해당하는대상자가 25,690명 (37.67%)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

지하고 있었고,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에 해당하는 대상이 31,962명 (46.75%), 양부모와 동거하는 대상

이 55,949명 (88.73%)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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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Baseline characteristics

Variable Value n Weighted(%)

Age
Middle school 34,299 46.99
High school 33,744 53.01

Sex
Male 35,204 52.14

Female 32,839 47.86

Type of school
Male education 11,981 18.35

Female education 12,389 18.72
Co-education 43,673 62.93

Degree of stress
Much 23,958 35.38
A little 29,849 44.05
Little 14,236 20.57

Drinking experience
Yes 27,201 40.80
No 40,842 59.20

Smoking experience
Yes 11,628 17.41
No 56,415 82.59

Grade
High 25,690 37.67

Middle 18,952 27.92
Low 23,401 34.41

Economic status
High 24,530 36.38

Middle 31,962 46.75
Low 11,551 16.87

Living with parents
Without parents 2,067 2.72

One parent 10,027 14.19
Both 55,949 88.73

Sexual experience
Yes 3,281 4.97
No 64,762 95.03

연구 대상자들의 성경험 여부와 대상자 특성과의 단변량적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

였으며, 그 결과인 Table 3.2를 살펴보면 학년, 성별, 학교유형, 평상시 스트레스인지, 평생 음주 경

험, 평생 흡연 경험, 학업성적, 경제상태, 부모님 동거 여부가 성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

었다(p < 0.001). 개인요인에 따른 성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6.80%)이 중학생 (2.91%)보다,

남학생 (6.99%)이 여학생 (2.77%)보다, 남학교(7.96%)가 여학교 (2.02%) 또는 남녀공학 (4.98%)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대상이 (5.97%)이 조금 느끼는 대상 (4.30%) 또는 거의 느끼지 않은 대

상 (4.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 (9.04%)이 그렇지 않은 대상 (2.17%)보다,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 (16.39%)이 그렇지 않은 대상 (2.56%)보다, 자신이 인식한 학업성적이 하인 대

상 (6.22%)이 중간인 대상 (3.92%) 또는 상인 대상 (4.61%)보다 성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요인에서는 자신이 인지한 가정의 경제상태가 하인 대상 (7.45%)이 중인 대상 (3.84%) 혹은 상인 대상

(5.28%)보다 성경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대상 (18.14%)이 양부

모와동거하는대상 (4.20%) 혹은한부모와동거하는대상 (6.94%)보다성경험비율이높게나타났다.

Table 3.2 Cross table between sexual experience and variables

Variable Classification
Sexual experience p-value of

Yes No Rao and Scott χ2-test

Age
Middle school 974 (2.91) 33,325 (97.09)

<.001
High school 2,307 (6.80) 31,437 (93.20)

Sex
Male 2,392 (6.99) 32,812 (93.01)

<.001
Female 889 (2.77) 31,950 (97.23)

Type of school
Male educaiton 907 (7.96) 11,074 (92.04)

<.001Female education 238 (2.02) 12,151 (97.99)
Co-education 2,136 (4.98) 41,537 (95.02)

Degree of stress
Much 1,403 (5.97) 22,555 (94.03)

<.001A little 1,249 (4.30) 28,600 (95.70)
Little 629 (4.68) 13,607 (95.32)

Drinking experience
Yes 2,410 (9.04) 24,791 (90.96)

<.001
No 871 (2.17) 39,971 (97.83)

Smoking experience
Yes 1,870 (16.39) 9,758 (83.61)

<.001
No 1,411 (2.56) 55,004 (97.44)

Grade
High 1,137 (4.61) 24,553 (95.39)

<.001Middle 746 (3.92) 18,206 (96.08)
Low 1,398 (6.22) 22,003 (93.79)

Economic status
High 1,226 (5.28) 23,304 (94.73)

<.001Middle 1,213 (3.84) 30,749 (96.16)
Low 842 (7.45) 10,709 (92.55)

Living with parents
Without parents 326 (18.14) 1,741 (81.86)

<.001One parent 671 (6.94) 9,356 (93.07)
Both 2,284 (4.20) 53,665 (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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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된 서로 보정된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복합표본설계에서의

층화와 집락, 가중치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surve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Table

3.3을 살펴보면, 성경험에 대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오즈가 1.57배 (95% C.I. : 1.41-1.75),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오즈가 1.38배 (95% C.I. : 1.21-1.57) 높았다. 학교유형에서는 여학교가 남학교와 남녀

공학보다 오즈가 각각 2.05배 (95% C.I. : 1.64-2.56)와 1.78배 (95% C.I. : 1.46-2.16) 높았고,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많이 느끼는 대상이 느끼지 않는 대상보다 오즈가 1.15배 (95% C.I. : 1.03-1.29) 높

았다. 평생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이 없는 대상보다 오즈가 2.03배 (95% C.I. : 1.83-2.24) 높았고, 평생

흡연경험이 있는 대상이 흡연경험이 없는 대상보다 오즈가 4.01배 (95% C.I. : 3.62-4.44) 높았다. 학

업성적은 중인 대상이 하인 대상보다 오즈가 0.80배 (95% C.I. : 0.72-0.90)였으며, 경제상태는 중인 대

상이 상인 대상보다 오즈가 1.13배 (95% C.I. : 1.01-1.27) 높았고, 하인 대상보다 0.74배 (95% C.I. :

0.66-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동거 여부는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한부모와 동거하는 대상

이 양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대상보다 오즈가 각각 3.47배 (95% C.I. : 2.90-4.16)와 1.35배 (95% C.I. :

1.21-1.50) 높았다.

Table 3.3 Result of survey logistic regression (C-statistics=0.788)

Variable Classification Beta s.e. OR 95% C.I. p-value

Age
High school 0.449 0.056 1.566 1.405-1.747 <.001

Middle school Reference - - - -

Sex
Male 0.322 0.067 1.380 1.210-1.574 <.001

Female Reference - - - -

Type of school
Male education 0.716 0.115 2.047 1.635-2.561 <.001

Co-education education 0.573 0.100 1.774 1.458-2.157 <.001
Female education Reference - - - -

Degree of stress
Much 0.139 0.059 1.149 1.025-1.289 0.017
A little -0.098 0.061 0.906 0.805-1.020 0.104
Little Reference - - - -

Drinking experience
Yes 0.707 0.051 2.027 1.834-2.240 <.001
No Reference - - - -

Smoking experience
Yes 1.389 0.052 4.010 3.620-4.443 <.001
No Reference - - - -

Grade
High 0.011 0.050 1.011 0.918-1.114 0.824

Middle -0.220 0.056 0.802 0.719-0.895 <.001
Low Reference - - - -

Economic status
High 0.124 0.061 1.131 1.005-1.274 0.041

Middle -0.303 0.056 0.738 0.662-0.824 <.001
Low Reference - - - -

Living with parents
Without parents 1.244 0.092 3.471 2.899-4.155 <.001

One parent 0.297 0.055 1.346 1.207-1.500 <.001
Both Reference - - - -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최근의 국가표본자료를 기반으로 복합표본설계의

층화와집락, 가중치를고려한로지스틱회귀분석을활용하여개인및가족요인들과청소년성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성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

생보다 성경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만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률이 높을 것이

라 예상되지만, Gwon과 Lee (2015)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성관계 경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중학교 2학년보다 1학년의 성관계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성행동이 증가한다는 Chun (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

한추가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다음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경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Gwon과 Lee (2015)가

성경험 비율은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라는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 음주와 흡연도

성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유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약 4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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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유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2배 정도 성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선행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Yu 등 (2014)는 스트레스가 조금 느낄 때보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성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금 느낌보다는 많이 느낀다는 대상자가 1.15배 정도 성경험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학교가 여학교, 남녀공학에 비해 성경험 가능성이 높고, 부

모님과함께거주하는학생에비해부모님과거주하지않는학생의성경험률이높은것도기존연구결과

와일치하고있다 (Gwon과 Lee, 2015).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성경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

았다 (Kim 등, 2004).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 성경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이 많았지만, 청소년들의 첫 경험

이 빨라지면서 그 결과들이 매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 고등학생들의 흡연과 음

주가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몇 년 사이 몇 배나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

은제11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원시자료를활용하여 2015년 4월기준의전국중, 고등학생의성

경험 여부와 개인 및 가족 요인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우리는이른성경험으로인한성관련질환을예방하고, 청소년들을대상으로위의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음주, 흡연 등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

기 위해 국가와 학교의 더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의식을 위해

가정에서자녀에대한큰관심을기울이는것도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비록모집단에대한표본의대표성이확보된자료를사용하였지만, 본연구는여러제한점을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경험에 대한 자발성과 성행위 대상자를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상

대적으로 위험스런상황에 부닥칠 확률이 높은 집단 즉, 교육체계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들 (예: 가출,

자퇴·퇴학·휴학)은 본 연구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

변수 (예: 심리적상태, 충동)로인한누락변수편의 (omitted variable bias)의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향후,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더욱 광범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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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youth

sexual experience by using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data in South Korea.

Specifically, we select 68,043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participating in the

2015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onsidering the complex survey

design, we conduct a descriptive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for sexual

experience. The main results identify factors on sexual experience such as age, type

of school, stress level, drinking, smoking, economic status, and cohabiting parents. In

particular, the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and the youth living with neither parent is more likely to have a sexual

experience than those who lived two parents. In conclusion, the plan of sex education

should consider the risk factors and the quality of sex education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build more appropriate sexual culture and behaviors among the youth.

Keywords: Complex survey design,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exu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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