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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xual experience and to 
identify the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ethods :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We selected 600 students from 6 University 
located in Seoul, Chungchung-do and Gangwon-do by convenience random sampling and received IRB from Y Univ. 
562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Among 562 students, 386(71.5% in male and 60.2% in female students) students reported having sexual 
experienc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factors to sexual experience revealed that the students who were 
male, lived in Seoul area, smokers, having friends who had sexual experience, and those who's parents were not at 
home when the students returned to home, had significantly more sexual experience.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should be an intensive sexual relate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college students, especially for smoking males and living in Seoul area. And the school health services of Univers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tect the college students from the critical situation caused from sexu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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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

로써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동시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인으로

서 첫발을 내딛으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된다. 이때 경험한 책임감과 독립

심은 남은 일생동안 행동의 기초로써 전 일생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1). 대학생들

이 접하는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최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휴대폰을 포함한 인터넷의 정보를 들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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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성에 대

한 관심을 당황함 없이 표현할 수 있어서(4, 5), Ballester- 

Arnal R 등(6)은 인터넷을 통한 cybersex 등이 성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안으로 까지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으

로 인해 Monto MA 등(7)의 연구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이 

과거 세대와는 현저하게 다른 성(sex)에 대한 태도와 행

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경험 실태에 대한 Shin, KR 등(8)의 연구

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38.1%가 성경험이 있다고 하며, 
이들 중 임신 경험은 11.6%이었으며, 임신을 중절시킨 

경험은 94.4%라고 하였다. 이들 임신 중절 경험자 중 

17.5%는 출혈, 요통, 복통, 그 외 빈혈 등 임신중절 후 합

병증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법적으

로는 성인이지만 성경험과 그에 뒤따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는 미숙하다고 판단된다. Park, YW(9)의 연구에

서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경쟁을 포함한 사회․문화․환경적

인 영향으로 인해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성(sex)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Park, YW(9)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전한 성(sex)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며 이러한 상태로 대학교로 진학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대학교 입학 후에도 체

계적인 성관련 정보를 접촉할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이로 인해 대학생 시기에 표출되는 성 충동은 20대의 

원치 않는 임신, 더 나아가 임신 후 부적절한 대처에 따

르는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가 되고 있는 가운데 Ahn, SH(10)는 성경험이 활발

한 대상자들은 남학생의 4.5%, 여학생의 2.4%가 성매개 

감염병의 경험이 있고, 성전파성 질환 감염률도 0.9%라

고 보고하고 있다. 즉, 성욕구가 왕성한 대학생 시기의 

안전하지 않은 성경험은 정서적 상처를 포함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성매개성 질환 감염 등의 암울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경험 동기는 Lee, SG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지속적인 데이트 및 장래 약속 등 정

서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 반면에, Ahn, SH 
등(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성경험 중요 동기가 쾌

락과 재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험 동기의 성별 차

이로 인해 Lee, ES(12)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데이트

가 원하지 않는 성경험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이어진

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은 성경험 동기에서의 차이 뿐 

만 아니라 동시에 Lee, SG 등(11)은 성경험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별 이외에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흡연, 음주, 연령, 성에 관한 지식, 
성태도, 가족관계 등이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Chio Cet 
등(13)의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성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Woo, GH 등(14), Cho, SH 
등(15)과 Trinch SL 등(16)은 학년과 나이가 올라갈수록 

성경험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거주 형태나 

음주 상태에 따라서도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Tullao 

AP 등(17)의 연구에서 기숙사보다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평상시 보다는 술을 마셨을 때 성경

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성에 관한 

지식이나 성태도 및 부모님과의 관계 등도 성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Woo, GH 등(14)과 Ho, 

SM 등(18)의 연구에서 성에 관한 지식은 성태도에 개방

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성경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Trinch SL 등(16)의 연구에서는 부모님과 성

(sex)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은 첫 성경험의 

나이가 늦어져서 성경험 노출도 그만큼 늦춰지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경험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hin, 

KR 등(8)의 ‘한국대학생의 성행동, 생식건강관련 건강행

위, 성경험 특성 실태’, Lee, HS 등(19)의 ‘일부 여대생의 

성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등 성경험 실태

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Lee, SG 등(11)의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의 관계’, Kim, EM 등(20)의 ‘대학생의 음란물 노

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간의 상관성 분석’, Kim, MO(21)
의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oi, 

MS 등(22)의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

율성에 관한 연구’ 등으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단편적

인 요인을 성경험과 관련하여 연구하였거나 대상자의 범

위가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대학생의 성경험 특성을 

나타내기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성

경험 관련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요인

들을 통합하고 대학생들의 성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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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표본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을 서울, 충청, 강원 세 

지역으로 확대하여 기본 연구들보다 많은 대상자수를 포

함하고 선행 연구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요인들을 통합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 및 성경험 영향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성경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교육 차원을 넘

어 조기 성경험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성경험의 예측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경험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성교육의 기

초자료를 제공함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한 인격 완성의 준비 시기인 대학생 시기

에 건강한 성경험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파

악하고 성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성경험 관련 교육 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분석한다.

 2)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한다.

 3) 다변수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성경험을 예측하는 요인

들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와 충청도, 강원도 소재 대학교 재학

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그들의 성경험 실태를 알아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경험 예측요인을 분석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

⇒
일반적 특성

성경험 실태
⇒

성경험 예측 

요인
충청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강원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2개, 강원도 

소재 2개,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600명을 편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무응답자와 자료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38명을 제외한 562명(94%)
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구시작 전 Y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대학생의 성경험 관련 기존 논

문을 참조하여서 연구 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으로는 

성경험 유무, 성별, 학년, 용돈, 학교 성적, 아르바이트, 
성병 감수성, 음주, 흡연, 운동 실천 변수가 포함되었고, 
가족 및 사회 관련 특성으로는 귀가 시 집에 어머니의 

유무, 친구의 성경험, 학교 지역, 거주 형태, 경제적 상

태, 성교육 유무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간호

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수합하여 구성하였다. 구조화

된 설문지는 정확성과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 

전 단계에서 남학생 50명,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

과를 분석하였으며,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후 이

해도, 문항의 적절성 배치 등을 간호대학 교수 3인과 사

정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자료 수집은 9월30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서울․충청도․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교 6개

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대학 보건기관의 대학보건 간호

사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

고 연구 진행 동의를 얻은 후에 대학보건 간호사가 보

건기관을 방문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인당 면접에 소

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

집 시 연구의 목적, 질문지의 내용 및 보상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서

면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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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Sexual Experiences

Total*     X2(p)Yes
N(%)

No
N(%)

Gender Male
Female

188(71.5)
180(60.2)

75(28.5)
119(39.8)

263(46.8)
299(53.2) 7.71(.005)**

Grade

1st
2nd
3rd
4th

93(56.4)
89(56.7)

114(73.5)
72(84.7)

72(43.6)
68(43.3)
41(26.5)
13(15.3)

165(29.2)
157(27.9)
155(27.5)
85(15.4)

27.29(.000)**

Allowance

Under  50,000
Under 100,000
Under 150,000
More 150,000

82(52.9)
160(68.1)
57(68.7)
69(77.5)

73(47.1)
75(31.9)
26(31.3)
20(22.5)

155(27.6)
235(41.8)
83(14.8)
89(15.6)

16.28(.001)**

Academic Grades

Low
Lower Middle
Middle
Upper Middle
Upper

4(28.6)
57(74.0)

126(62.1)
134(68.7)
47(64.4)

10(71.4)
20(26.0)
77(37.9)
61(31..3)
26(35.6)

14(2.3)
77(13.7)

203(36.2)
195(34.8)
73(13.0)

4.47(.346)

Part time job Yes
No

285(66.7)
83(61.5)

142(33.3)
52(38.5)

427(76.0)
135(24.0) 1.07(.300)

STD Sensitivity

Never
Hardly Ever
Usually
Little bit
Mostly

39(57.4)
62(64.6)

113(59.2)
113(74.8)
41(70.7)

29(42.6)
34(35.4)
78(40.8)
38(25.2)
17(29.3)

68(12.1)
96(17.0)

191(33.9)
151(26.7)
58(10.3)

11.88(.018)*

Drinking Yes
No

345(66.7)
23(51.1)

172(33.3)
22(48.9)

517(92.0)
45(8.0) 4.3(.038)

Smoking Yes
No

191(80.6)
177(54.5)

46(19.4)
148(45.5)

237(42.2)
325(57.8) 41.63(.000)**

Vigorous Exercise

None 
1 per week
2 per week
4 per week
More than 5 per week

164(61.7)
61(60.4)
76(67.9)
48(85.7)
19(70.4)

102(38.3)
40(39.6)
36(32.1)
8(14.3)
8(29.6)

266(47.3)
101(18.0)
112(19.9)
56(10.0)
27(4.8)

13.24(.010)*

* p<0.5, **p<0.05

Table 1.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성경험 분포

  대학생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Table 1). 총 562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68명(65.5%)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71.5%, 여학

생이 60.2%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99명

(53.2%)이 여학생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4학년이 85명

(15.4%)으로 다소 적었으나 다른 학년들은 27% 이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 달 용돈 정도는 10만 원 이

하를 소요하는 학생이 70% 정도 이었으나 15만 원 이상

을 쓰는 학생도 약 16%가 되었다. 학교 성적은 중간이라

고 응답한 학생이 203명(36.2%)이었고 중간보다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48% 정도였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학생으로 76%으로 많았으며, 성병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

서는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09명

(37%)이었다.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517명(92%)이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237명(42.2%)이 흡연자였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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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Sexual experiences

Total     X2(p)Yes
N(%)

No
N(%)

Mother is existed when 
students get back home

Yes
No

198(60.4)
168(71.8)

130(39.6)
66(28.2)

328(58.4)
234(41.6)

7.85(.005)

Friend’s Sexual experience
Yes
No

330(75.2)
36(30.0)

109(24.8)
84(70.0)

439(78.5)
120(21.5)

85.06(.000)**

Region
Near Seoul
Provinces

74(77.9)
292(62.5)

21(22.1)
175(37.5)

95(16.9)
467(83.1)

8.20(.004)**

Living Patterns
With Family
Others

166(60.4)
202(70.4)

109(39.6)
85(29.6)

275(48.9)
287(51.1)

5.93(.015)*

Economic Conditions

Low
Lower Middle
Middle
Upper Middle
Upper

12(66.7)
55(60.4)

193(62.5)
98(73.7)
9(81.8)

6(33.3)
36(39.6)

116(37.5)
35(26.3)
2(18.2)

18(3.2)
91(16.2)

309(55.0)
133(23.6)

11(2.0)

6.67(.154)

Sexual Education
Yes
No

88(62.0)
278(66.2)

54(38.0)
142(33.8)

142(25.3)
420(74.7)

.832(.362)

*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 p<0.5, ** p<0.05

Table 2.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도 266명(47.3%)이나 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유무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p=.346)과 아르바이트유무(p=.3)에 따라서만 성

경험유무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 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경험 유무가 유의수준 0.05
에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

생(71.5%)이 여학생(60.2%)보다 유의하게 성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학년에 따른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1학년의 56.4%에 비해, 3학년이 73.5%로, 4학

년이 84.7%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비율이 유의하

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용돈에 따라서도 

용돈이 오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2.9%가 성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반면 1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7.5%로 나타

나 용돈이 많아짐에 따라 성경험 비율도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병에 대한 감수성 즉, 
성병에 걸릴 감수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성경험 유무 분포를 비교한 결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병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다고 

한 학생의 57.4%가 성경험 비율을 보인 반면, 아주 높다

고 한 학생의 70.7%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p=.018). 건강 행위에 따른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음주

를 안 하는 학생들의 51.1%가 성경험을 하는데 비해 음

주하는 학생들의 66.7%가 성경험을 하였다고 하여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38). 흡연유무에 있어서도 비흡연

자의 54.5%에 비해 흡연자가 80.6%로 유의하게 높은 성

경험률을 보였다(p=.000). 운동 정도에 있어서도 운동을 

전혀 안하는 학생들의 61.7%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운동정도가 높아질수록 성경험률이 85.7%로 유의하게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p=.010).

  대학생들의 가족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성경험 유무를 

분석하였다(Table 2). 귀가 후 집에 어머니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의 성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있

는 학생들의 성경험은 60.4%인데 비해 어머니가 없는 학

생들은 71.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친구가 

성경험이 있는 학생 들 중에는 75.2%가 성경험을 한데 

비해, 그렇지 않은 학생은 30%만이 성경험을 했다고 응

답하였다(p=.000). 대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

생의 77.9%가 성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지방 

대학생은 62.5%를 보였다. 거주 가족 형태에 따라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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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R 95%     C.I. ｐ

Grade
(1st=0, 2nd=1, 3rd=2 4th=3) 1.34 1.26 - 1.43 .000

Allowance
(Under  50,000=0, Under 100,000=1
 Under 150,000=2, More 150,000=3)

1.41 1.19 - 1.66 .000

Drinking
(No=1, Yes=2) 2.02 1.43 - 2.84 .000

Smoking
(No=0, Yes=1) 4.17 3.13 - 5.54 .000

Friend’s Sexual experience
(No=0, Yes=1) 5.23 3.94 - 6.95 .000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15),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

의 60.4%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 

중 70.4%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경제

상태(p=.154)와 성교육 유무(p=.362)에 따라서는 성경험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대학생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대학생의 성경험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석 통합하여 성경험 예측 요인 변수들을 선

택하였다. 특히 흡연은 성경험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Chio, Cet 등(13)의 연구와 Son, AR(23)의 연구를 참고하

여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의 유의성을 근거로 흡연을 선

택하였다. 대학생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가족 및 사회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인구사회

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학년, 용돈, 성병 감수성, 음주, 
흡연, 격렬한 운동 특성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귀가 시 어머니가 집에 있

는지 여부, 친구의 성관계 유무, 대학의 지역 특성, 거주 

형태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특성을 이용하여 

다변수분석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대상자 특

성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네 변수가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보였다. 즉, 성별과 흡연간의 상관계수가 

.49(.000)로 남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두 변수 중에서 성별(gender)보다는 흡연상태가 

성경험과의 관계에서 더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므로 성별

(gender)은 제외하였다. 거주형태와 귀가 시 부모 중에서

는 두 변수와 성경험과의 유의성에서 귀가 시 부모유무

와 성관계간의 유의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귀가 시 부

모 유무를 선택하였다. 귀가 시 어머니 유무와 거주형태

간의 상관계수가 .51(p=.000)로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들

이 귀가 시 집에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

수 중 성경험과의 유의성이 낮은 거주형태를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성병 감수성은 성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었는데, 이 결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종속변수인 성경험유무가 독립변수인 성병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예상된다. 즉, 성경험을 많

이 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성병감수성이 높아졌을 가능

성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인 성경험을 설명하

는 로지스틱 모델 구축에는 성병감수성을 제외하기로 하

였다. 이 결과 성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던 11개 

변수 중 8개를 로지스틱 모델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성경

험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 순으로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forward conditional 방법으로 로지스

틱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8개 변수 중 5개 변수가 

대학생의 성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Table 3). 음주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2.02배 더 많은 성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학생이 흡연을 하

지 않는 학생보다 4.17배, 성경험이 있는 친구를 둔 학생

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5.23배 성경험이 많았다. 또

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1.34배 성경험이 많았으며. 용돈이 

많아질수록 1.41배 성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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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2개, 강원도 

소재 2개,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562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특성을 파악한 후 대학생 성경험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경

험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고 

여러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서상 

응답하기 예민한 본인의 성경험이라는 질문에 대한 많은 

표본을 통해 대학생의 성경험 실태와 성경험 관련 예측

요인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

구 결과, 총 562명 중 368명(65.5%)의 대상자들이 성경험

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Shin, GR 등(8)의 연구 

결과에서 성경험이 38.1%로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
년 후 65%가 넘는 대학생의 성경험 결과는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본 연구에서의 성별 성경험률은 남학생 71.5%, 
여학생 60.2%로 나타나서 Shin, GR 등(8)의 연구에서 남

학생 50.3%, 여학생 17.5%와 성별에서 대단한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이는 Grunseit 등(24)의 연구에서 과거 10년 

동안 남학생의 성행동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성행동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성경험률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적인 통념의 변

화와 전 세계적으로 성(sex) 자유화 물결의 보편화와 함

께 한국에서의 개방화 추세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경험 예방차원의 성교육

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성경

험의 비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Lee, SG 등(11)의 연구에서 여학생

들의 성경험 동기는 지속적인 데이트와 장래 약속 등의 

정서적 요인이 성교의 필수 요소인 반면에 남학생들은 

쾌락과 재미가 중요한 동기라고 한 바와 같이 남학생들

은 성경험을 여학생들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Choi, MS 등(22)의 연

구에서도 남학생들의 성관계 이유는 ‘충동’과 ‘쾌락’에 중

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사랑’과 ‘거절 못해서’
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험이란 한 쪽의 성으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성(gender) 모두에게 합

의되고 책임이 있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는 최신 연구인 SL. Trinh 등(16)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경험률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성경

험이란 성인이 된 남녀사이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학

생들에게 인식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 성경

험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성

경험의 예측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경험

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인격 완성의 준비시기인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성경험이 

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생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가족 및 사회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병 

감수성은 성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종

속변수인 성경험 유무가 독립변수인 성병감수성에 영향

을 미친 결과로 예상된다. 

  주거형태에 따른 성경험을 분석한 결과,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는 학생들이 성경험이 높게 나타나서 Cho, 

SH(15)의 연구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비교할 때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일수록 성경험이 높았다는 결과

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홀로 지내는 것보다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성

경험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는 귀가 시에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성경

험률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이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성경험을 유도하도록 한

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대학생이 되면서 이성교제

가 허용되는 분위기와 함께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

족의 대화가 부족한 환경은 그들을 외롭게 만들고 외로

움은 또한 이들을 올바른 판단 아래 성경험을 유도하지 

못하게 작용하리라 보인다. 이와 같이 외로움과 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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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인은 본 연구를 통하여 유추만 가능하였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로움을 

추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대학생

들과 성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

고 실질적인 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 성경험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학교 보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들의 성경

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대학교 학교보건사업 시

행 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결론
   

  본 연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경험

과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따

르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비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험에 대한 연구는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는 대학생의 성경험에 대한 오래전의 연구결과

이거나 일개 지역의 연구 대상자로 적은 표본 수이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성경험 관련

요인들을 분석 통합하여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표

본수를 확보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경험의 분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4개 지역, 6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56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

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경험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성경험

률이 지방학생들보다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무분

별한 성(sex)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촉하여 그에 따른 

성경험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

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성경험

에 따른 원하지 않은 경험, 예를 들면 성매개질환이라든

지, 유산 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남학생의 71.5%, 여학생의 60.2%가 성경험이 있

다는 높은 결과와 함께 성경험 후에 뒤따르는 합병증이

나 더 나아가 성매개질환 등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하여

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25.3%로 낮았으며 성교육 유무에 따라 성경

험의 차이도 없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성교육을 

실시하였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성경험을 하지 말자는 예방차원의 성

교육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따라서 대학보건서비스가 강화되어 성경험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학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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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성경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횡단면 기술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서울, 충청도, 강원도 소재의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600명을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Y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562명의 학생들을 조사에 포함시켰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를 위하여 562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386명(남학생 71.5%, 여학생 60.2%)의 대학

생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경험 예측 분석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농촌보다는 서울지역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경험이 있는 친구를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귀가 시에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이 유의하게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특히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흡연을 하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적극적인 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성경험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 서비스가 강화

되어야 한다.

핵심어 : 대학생, 성경험, 성경험 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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