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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

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중인 남ㆍ녀 학생으로 하

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자는 총 992명이었고, 남성이 288명(29.0%), 여성은

704명(71.0%)이었다. 이 중 성경험자는 388명(39.1%), 비경험자는 604명(60.9%)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연구자가 학교의

절차에 따라 여학생부장과 학과장, 해당 수업의 교수자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

여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학교 측이 원하는 수업 시

간에 맞춰서 연구 참여 동의 설명문을 배부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이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제가 성(性)과 관련되어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수집 기회

를 제공하고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익명성과 비밀

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문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로그램은 개인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 종료 후에는 스마

트폰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쿠폰의 형태로 발송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해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2)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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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3)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전반적 적합지수로 χ²통계량, χ²통계량과 자유도(df)의

비, 조정 적합도 지수(AGFI), 표준화평균제곱잔차근(SRMR), 비표준 적합도 지수

(TLI),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붓스

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는 총 88점 만점에 60.27점(±7.92)으로 나타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68.48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안전한 성

행위 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β=.411,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주관적 규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β=.501, p<.001).

3) 한편 전체 모형에서와는 달리 성별에 따른 모형내 예측 변수들의 경로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유

의하였으나(β=.296, p<.05)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214,

p>.05).

4) 가설적 모형 중 7개의 가설 가운데 총 4개가 지지되었으며, 의사소통, 안전한 성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

행위를 37.0% 설명하였고,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47.9% 설명하였다.

핵심어: 대학생, 안전한 성행위, 계획된 행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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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의 성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생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최정현,

김경은, & 신미아, 2010; 조승희, 2012).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의식이 과거의 보수

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풍조로 변화되면서 성행동 또한 자유로워지고 있으

며, 개방화된 성문화의 대표적인 예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의 변화(박효정 등,

2007; 호선민, 2009)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대학생들이 혼전의 성관계를 무조

건 거부하기 보다는 애정이 있는 경우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져 가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우근희, 2011). 이러한 성 개방 문화에 노출되면서 남녀 대학생은

성경험 빈도가 증가하고 강한 성적 충동과 성(性)관련 경험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심

리적인 혼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최정현 등, 2010; 호선민, 2009).

한국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성의식을 연구해 온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의 경우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최명숙 & 하나선, 2004; 허태균, 한민, & 김연석, 2004). 뿐만

아니라 성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와 더불어 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인공유산, 임질, 매독, 에이즈 등의 성전염성 질환, 인터넷 음

란문화로 인한 피해,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강희

선, 2001; 김수진, 문승태, & 강희순, 2011; 최정현 등, 2010; 호선민, 2009). 대학생의

임신과 출산은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 감소, 복지 의존과 빈곤의 증가, 추후 결혼

가능성의 감소, 영아 사망률 증가, 학교 문제와 같은 의학적ㆍ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Chamber, 2003).

최근까지 다루어진 대학생의 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관계

경험(손애리 & 천성수, 2005), 성지식, 성태도와 성행위의 관계(김진희 & 김경신,

2008; 우근희, 2011; 호선민, 2009), 성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나 행위내용,

성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김수진 등, 2011; 박선영, 2002; 이신화, 2004;

Tangmunkongvorakul, Carmichael, Banwell, Utomo, & Sleigh, 2011; Cobb,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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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eyemi, Abdulkarim, & Oyeyemi, 2011)을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대

학생의 성행위 실태나 심리적인 측면만이 제한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결과

는 대학생의 성행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접근의 연구들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기, 2011).

또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성(性)건강 행위로서의 안전한 성행

위와 관련된 연구는 콘돔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혜경, 2010; Cha,

Kim, & Patrick, 2008), 콘돔 협상전략 탐색(허태균 & 조자의, 2007), 콘돔사용(강희

선, 2001; 김미종, 2000; 허태균 등, 2004; LaBie, Pedersen, Alysha, Thomson, &

Earlywine, 2008; Nicolau, Riberio, Lessa, Monte, Bernardo, & Pinheiro, 2012), 대학

생의 피임행위(조주연, 한승의, & 송미승, 2006), 피임 활용양상(박효정 등, 2007)을 설

명하거나 안전한 성행위 의도(이종경, 2010; 이종경, 2008; Mausbach, Semple,

Strathdee, & Patterson, 2009)만을 조사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콘돔 사용을 포함하여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체액 접촉, 성관계 전과 도중

의 알코올 사용, 성관계에 대한 준비 계획, 성관계시 피임 기구 사용 등에 대해 다양

하게 측정한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직ㆍ

간접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 안전한 성행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두 가

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의사결정 과정의 인지적 측면이고, 다음은 성적 파트너

와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대인 관계적ㆍ협조적 측면이다. 그러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기 효능감, 규범, 태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Wilkinson, Holahan, & Drane-Edmundson, 2002). 선행 연구(조

승희, 2012)에서도 파트너와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태도와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므로 대학생의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대인 관계적ㆍ협조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함에도

대학생의 이성교제 대상과의 상호작용 측면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관련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이 사용되

어져 왔는데 계획된 행위이론은 개인의 주관적 차원을 다룬 변인들(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연, 절주, 운동과 같은 개인

적 차원의 건강행위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였다(김수민, 2010; 김윤경, 2008; 박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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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그러나 성행위와 같이 반드시 타인의 개입이 전제되는 대인간 공동의 협응적

행위(허태균 & 조자의, 2007)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적 차원의 관계 변인을

포함한 가설적 모형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

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대학생의 실제적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계획된 행위이론

을 기반으로 하되 성(性)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차원을 나타내는 관

계변인으로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통합적 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

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경로를 확인하고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성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성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의 차이를 파

악한다.

5)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

한다.

6)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다.



- 4 -

1.3 용어의 정의

1.3.1 안전한 성행위

안전한 성행위(Safer Sexual Behavior)란 임신과 성 전파성 감염 및 HIV를 효

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 · 성경험 및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

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안하기, 성적

파트너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Chamber, 2003). 본 연구에서는 Dilorio, Parsons, Lehr, Adame, & Carlone(1992)

에 의해 개발된 도구(Safer Sexual Behavior Questionnaire)를 번안한 후 이를 사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2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이며(특수

교육학 용어사전, 2009),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ㆍ비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써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과정으로 인간 사회에 필수

적인 것이다(박지현 & 김태현, 2005). 본 연구에서는 김미종(2000)이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한 성관련 의사소통 도구, 채규만 등(1998)에 의해 번역된 미네소타 부

부 대화 진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Inventory)도구와 홍보선(1994)

이 번역한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일부를 김미종

(2000)이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한 일상적 의사소통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

게 수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3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갖는 좋아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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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나타내는 좋아함 또는 싫어함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연옥

(1994)이 개발하고 이신화(2004)가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4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

로(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의 실천여부에 대해 주관

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연옥(1994)이 개발하고 이신화

(2004)가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5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위 수행에 대해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

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연옥

(1994)이 개발하고 이신화(2004)가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6 안전한 성행위 의도

행위에 대한 의도는 특정 행위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

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연옥(1994)이 개발하고 이신화(2004)가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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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국내ㆍ외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계

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고 예

측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1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관련 연구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실제적인 성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행위의 실태는 국내의 경우 허태균 & 조자의(2007)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 학생의 55.2%(남성: 75.2%, 여성: 36%), 강효윤(200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50.5%, 여학생 19.3%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국외의 경우 조사 대상 학생의

86.7%와 84%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Opt & Loffredo, 2004;

Poulson, Eppler, Satterwhite, Wuensch, & Bass, 1998). 뿐만 아니라 다수의 파트너

와 성관계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48%가 지난 1년

간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Prince & Bernard, 1998; Poulson

et al., 1998).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 대학생 모두 성 개방 문화에 노출되면서 성 경

험의 빈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피임 등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전 성관계 증가와 함께 늘어난 성병, AIDS, 미혼모 및 낙태,

더 나아가 데이트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발달과 동시에 과거보다 자유로워진

성문화로 인해 그 이면에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근희, 2011; 최정현 등, 2010).

대학생의 성행위와 관련하여 지식, 태도 및 행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많

은데 HIV/AIDS와 관련된 지식, 태도, 신념과 위험 감소를 위한 성행위 실천 장애 요

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 전파성 감염(STI)과 HIV/AIDS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raithwaite, Stephens, Sumpter-Gaddist,

Murdaugh, Taylor, & Braithwaite, 1998). 이 밖에 다른 연구 (Opt & Loffredo, 2004)

에서도 대학생의 대다수가 HIV/AIDS를 지식적으로는 매우 관심 있는 주제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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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상자의 54%가 HIV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HIV/AIDS에 대

한 지식이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안전한 성행위로 전환되는 것

은 아니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Demmer & Caroleo, 2001; Mwaba & Naidoo, 2005)

도 대학생들이 적절한 성에 대한 지식이나 HIV/AIDS에 대한 지식, 콘돔 사용에 대한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이나 태도가 안전한 성행위의 실천을 유도하

지는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가 대학생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Lance, 2001). 따라서 향후 대학생의 성행위와 안전한 성에 대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횡단적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안전한 성행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콘돔 사용 여부였다. 대학생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50% 이상이 콘돔을 자주 사용하는데 30.6%는 거의 매번, 28%는 항상, 9.6%만이 전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ilorio, Dudley, Lehr & Soet, 2000).

Sunmola(2005)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72%와 남학생의 50%가 조사 전 2주 이내에

콘돔을 사용하였으며, Opt & Loffredo(2004)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35%는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혼 대학생의

상시 콘돔 사용률이 30-50%까지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다(Netting & Burnett,

2004). 반면에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68.2%가 지난 1년간 한 사람의 파트

너와 성관계를 했고, 그 가운데 절반은 전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도 있다(Prince & Bernard, 1998). 콘돔 사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나

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관계 전

과 성관계 시 음주를 덜 하는 여학생들이 콘돔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콘돔을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콘돔 사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고 콘돔 사용

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oone &

Lefkovitz, 2004). 콘돔 사용 의도와 관련하여 Mwaba & Naidoo(2005)의 연구에 따르

면 조사 대상 학생의 94%가 콘돔 사용에 대해 자신의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

며, 88%는 만일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보고하

였고, 79%의 응답자들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매번 콘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혜경(2010)이 남자대학생의 성 경험 유무에 따라 콘돔사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한 연구에서 미래의 콘돔사용 의도를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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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경험군보다는 비경험군에서 더 많은 대상자가 콘돔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미

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콘돔이 없을 경우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비경험군에서

는 17.8%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성경험군에서는 3.0%만이 ‘성관계를 하

지 않겠다’고 하였다. 성경험 유무에 따라 콘돔사용 의도를 비교한 결과 성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주관적 규범인 친구의 태도는 더 개방

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콘돔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비

경험군에서는 성병, 에이즈 및 임신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수록 콘돔사용 의도는 적으

며 콘돔사용에 대한 유익성이 높을수록 미래에 콘돔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성경험

군에서는 콘돔사용에 대한 장애성이 높을수록 콘돔사용 의도는 적으며 콘돔 사용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에 콘돔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으로 안전한 성행위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지표는 콘돔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

행위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성행위를 콘돔 사용과

관련된 주제만으로 제한하였던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현재 대학생들이 안전한

성행위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어떤 성관련 행위들을 통해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적 파트너와 안전한 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성적(性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로 고려되고 있으며(Dilorio et al, 2000), 대학생의 성행위는 이성교제

를 하면서 일어나는 파트너와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왜냐하면 성관계, 키스, 애무 등의 직접적인 성행위의 경우는 파트너와의 상호작

용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또한 사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박지현 & 김태현, 2005). 따라서 파트너와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태도와

성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대학생의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조승희,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의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콘돔 사용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절반 정도의 학

생들만이 매번 새로운 파트너와 성관계 시 HIV에 대해 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oyle & O’Sullivan, 2010; Prince & Bernard, 1998). 또한 콘돔 사용에 대해 파트너

와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콘돔 없이 항문성교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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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thwaite et al., 1998), Jean-Gilles(2008)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대생 9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성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안전한 성행위 협상에 더 쉽게

참여하고 안전한 성행위 협상을 위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콘돔을 더 자주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성행위의 예측 인자를 조사하기 위해 Wilkinson 등

(2002)이 398명의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성적 파트너와 협

조적인 사람들이 비협조적인 사람들보다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듯이 안전한 성행위의 실천에 있어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Dilorio 등(2000)이 1349명의 남ㆍ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안전한 성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요인으로는 파트너와의 일상적 의사소통 질에 대한 인지, 의사

소통에 대한 파트너의 태도에 대한 인지,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 의사소통의 기대되는

결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파트너와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

이 성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파트너와의 성에 대한

대화량 및 대화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성행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지현 & 김태현, 2005). 이와 같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적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은 성행위의 양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심도 있고 다각적인 연구가 절

실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성적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들

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Mwaba & Naidoo(2005)의 연구에 따르면 콘돔 사용에 대한 태도와 혼전 성관계 여

부가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되었고, 대학생들이 안전한 성행위

를 실천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콘돔에 대한 부정적 견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Duncan, Miller, Borskey, Fomby, Dawson, & Davis, 2002). 이와 관련하여 한 사람

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콘돔 사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으며(Prince

& Bernard, 1998), 대학생들의 콘돔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인자로 충동성, 교제의 지

속 기간, 알코올 사용 여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Xiao, Palmgreen,

Zimmerman, & Noar, 2010). 또한 Sunmola(2005)가 96명의 여학생과 128명의 남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콘돔 사용의 장애 요소는 성적 만족감의 감소, 성적 흥

미의 감소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에 Poulson 등(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한 성행위는 알코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anger, Warh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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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nald(2001)가 3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확

인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는 연령, 첫 성관계 경험 연령, 지난 6개월간 성적 파트

너의 수, 첫 음주 연령 등이 위험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안전한 성행위를 콘돔 사용만을 중심으로 하여 부분적

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안전한 성행위 관련 중재연구들을 살펴보면 LaBrie 등(200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의사결정 균형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동기와 안전한

성행위 실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한 성행위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균형 중재와 같은 동기 강화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8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

육을 실시한 결과 성 교육 후에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 안전한 성행위 실천, 성적 파

트너의 수 감소, 콘돔과 피임약의 사용증가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

었다(Feigenbaum, Weinstein, & Rosen, 1995). 국내에서는 이종경(2010)이 대학생들에

게 건강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에이즈 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

편견, 민감성,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에이즈 교육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지식, 민감성,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안전한 성행위 여부를 측정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듯이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실제적

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남녀

에 따른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생 1,59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성관

계 시 지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raithwaite et al, 1998),

Redding & Rossi(1999)가 39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한 성에 대한 확신

과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피임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안전하지 않은 성에 더 쉽게 유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여학생들은 55%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남

학생들은 33%만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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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전략을 더 잘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nce, 2001; Prince

& Bernard, 1998). Sunmola(2005)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45%가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30%만이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와 성관계

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밖에도 남학생들은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 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시, 잘 알지 못하는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콘

돔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랜시간 교제해 온 파트너와 성관

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Jadack, Hyde, & Keller, 1995). 성관계

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

았으나 그 외의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파트너에게 강한 요구를 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파트

너의 요구에 의한 성관계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

았다. 이를 통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은 성행위에 있어 남학생보다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박지

현 & 김태현, 2005). 이와 같이 대학생의 성행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의 경우가 대체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서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

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심리적 변인들과 행위가 남녀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대한 전통적 역할을 강조

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는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허태균 등, 2004). 이는

사회적으로 남·녀 각각에게 성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행위와 관련된 추후의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

은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성별의 차이, 성경험 실태, 콘돔 사용 여부와 의도, 안전

한 성행위 예측 인자 조사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 결과들이 안전한 성행

위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행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안전한 성행위가 콘돔 사용

여부나 콘돔 사용 의도에만 집중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안전한 성행위는 콘돔

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ㆍ성경험 및 약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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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안하기, 성적 파트너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과 관련된 대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성(性)행위는 타

인과의 합의를 기본으로 한 상호 관계적 측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성을 대변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

인들이 존재하므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와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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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한 선행연구

안전한 성행위(Safe Sex)는 원치 않는 임신과 HIV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예방적 성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성관계 전과 성관계 동안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을 피하는 것, 체액접촉을 피하는 것, 위험이 많은 성 파트너를 피하는 것, 성관계 동

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거나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콘

돔사용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한다(Dilorio et al., 1992; Ransom,

1998). 안전한 성행위(Safe Sex)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많은 경

우 감염예방을 보장하지는 못하므로 보다 안전한 성행위(Safer Sex Behavior)로 명명

되어져야 하며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안전한 성행위의 지표는 콘돔 사용으로 정의되고

있다(강희선, 2001; Ransom, 1998).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안전한 성행위를 콘

돔사용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고, 개인의 행위는 대부분 태도, 인식, 동기, 의지와

같은 내적 변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허태균 & 조자의,

2007; Bryan, Fisher, & Fisher, 2002; Asare & Sharma, 2010; Wilkinson, Iscom, &

Holshan, 1998). 또한 일반 사람들이 콘돔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관념적

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태도가 콘돔사용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보

장은 없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허태균 등, 2004; Demmer

& Caroleo, 2001; Mwaba & Naidoo,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콘돔사용을 포함한 포

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

해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규명하고

자 한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그리고 행위

에 대한 의도를 조사함으로써 다른 이론 모형에 비하여 측정개념이 적고 복잡한 사회

행위를 잘 예측하므로 의도 및 행위를 설명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자주 적용되고 있

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건강관련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적합한 이론으로써 행

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 행위의도와 행위가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김윤경, 2008; 정선영, 2011). 또한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변화와 태도

변화가 적용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련된 행태를 이해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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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련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수민, 2010) 병원감염관리

수행행위, 손 위생 행위, 재활운동행위, 절주행위, 예방접종행위, 금연행위, 콘돔사용행

위 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사용하여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안전

한 성행위는 모두 콘돔 사용이나 콘돔 사용 의도로만 제한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계

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변인들(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이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나 설명력에 있어서

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Asare & Sharma(2010)가 가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안전한 성행위 예측 요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

면 지각된 행위통제와 주관적 규범이 콘돔 사용에 대한 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3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의도가 21%의 설명력을

갖는 콘돔 사용에 대한 예측 인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Mausbach 등(2009)이 228명의

마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근거로 안전한 성에 대한 예측 인자를 조

사한 연구에서도 안전한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규범적 신념이 강할수록, 통

제 신념이 강할수록, 약물을 덜 사용할수록, 성관계에 대한 의도가 낮을수록 안전한

성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들은 주로 주관적 규범과 지각

된 행위통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주관적 규범)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행

위의도가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그 행위의도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실제 일상생활의 많은 행위들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뿐 아니라 지각된 행위

통제감도 행위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Ajzen,

1988).

반면에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태도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는데 이신화(2004)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성행동 영향요

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행

위통제, 성행동 태도로 성행동 의도를 43%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a 등

(200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콘돔 사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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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콘돔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Asare &

Sharma(2010)에 따르면 태도는 안전한 성행위 즉 콘돔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Prince & Bernard(1998)의 연구에서도 콘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콘돔 사용과 같은 안전한 성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

시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콘돔에 대한 태도나 콘돔사용 의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

대상자들은 콘돔사용이 피임이나 성병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하고

성행위시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높으면서도 실제로는 지속적인 콘돔사용 행위

에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허태균 & 조자의, 2007). 이와 같은 결

과들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전제되어 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태도가

관련 행위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경험적 자료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허태균 등, 2004).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한 Bryan, Fisher & Fisher(2002)의 연구에 의하면 안전한

성에 대한 토론, 콘돔의 준비와 같은 행동들이 심리적인 변수들(안전한 성에 대한 태

도, 안전한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콘돔 사용과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콘돔 사용을 포함한 안전한 성행위의 결정요인은 개개

인의 태도, 가치관, 동기 등의 내적변인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성행위 순간의 역동

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협응의 과정이 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허태균 & 조자의,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된 행위이론은 다양한 건강관련 행위들과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지만 계획된 행위이론을 사용하여 안전한 성행위

를 설명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안전한 성행위를 콘돔사용이나 콘돔 사용 의도에

만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행위이론을 사용하여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들은 안전

한 성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다양한 경로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강관련 행위들은 개인적 차원의 행위들로 개인의 태도와 가치 및 통제 능력에 따라

행위 의도가 영향을 받고 의도에 의해 행위가 결정되지만 안전한 성행위는 파트너와

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적 차원의 행위임에도 성(性)에 대한 상호작용적 측면

은 배제하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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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3.1 개념적 기틀

행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 하나로 Ajzen & Madden(1986)은 계획된 행위이

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적절성을 보고하였다. 이 이론은 합리적 행

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이 확장된 이론으로서 합리적 행위이론에

지각된 행위통제 개념을 포함시킨 모형이다. 합리적 행위 이론이 행위가 개인의 의지

로 이루어지는 의도적 행위를 예측하고자 제안되었다면 계획된 행위이론은 의도된 행

위 뿐 아니라 개인 의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비의도적 행위의 예측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원래의 합리적 행위이론에 비해서 목표지향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큰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김수강, 2007; 정선영, 2011). 인간행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심을 보였던 Ajzen(1985)은 ‘행위에 대한 의지’를

행위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보았으며, 개인의 의지에 의한 행위를 하려면 그 행위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능력 등의 내적요인과 시간, 기회, 타인의 협조 등의 외적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라는 변수를 선택하여 계획된 행위이론을 구상한 바 있다. 이 이론에서는 행

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를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보며, 행위에 대

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위통

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등은 의도의 결정요인이며 이에 더하여 지각된 행위

통제가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인자로 설명되고 있다(Ajzen, 1991).

계획된 행위이론은 피임행위(김미종, 2000), 금연행위(안혜영, 2001; 박선애, 2006),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자기관리행위(Strating, van Schuur, & Suurmeijer, 2006), 예

방접종행위(김수강, 2007), 절주행위(김윤경, 2008), 재활운동행위(김수민, 2010), 손 위

생 행위(정선영, 2011), 병원감염관리 수행행위(김지미와 이선혜, 2012) 등 건강과 관

련된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강관련

행위들은 개인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수행이 가능한 행위들이지만 성행위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 뿐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행위이므

로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계획된 행위이론이 적절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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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Figure 1]을 기반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근거로 상

호 관계적 측면의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한 한국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Figure 2]와 같이 제시한다.

[Figer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Ajze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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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er 2]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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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은 [Figure 3]와 같다. 본 연구

의 가설적 모형은 4개의 외생변수와 2개의 내생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C = Communication, A = Attitude, SN = Subjective Norm

PBC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 =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SSB: Safer Sexual Behavior

[Figer 3] Hypothes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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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4개의 외생변수와 2개의 내생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r11).

가설 2: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할 것

이다(r12).

가설 3: 주관적 규범이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r13).

가설 4: 지각된 행위통제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r14).

가설 5: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증가할 것이다(r21).

가설 6: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증가할 것이다(β21).

가설 7: 지각된 행위통제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증가할 것이다(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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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 설명하고 예측하

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성(性)의 관계적 측면을 나타내는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하여 한국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

생에게 횡단적으로 수집한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통계분석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연구이다.

4.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표적 집단은 서울시에 소재

한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최대로 익명성을 보장한 가운데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ㆍ녀 학생 가운

데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분석할 모형에 포함되는 변

수들의 수에 관계없이 표본추출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표본크기가 적어도 200

이 되어야 부합지수들이 모형검증을 올바르게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론변수

의 수가 11개 이하인 경우는 200명 이상의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점(김성남, 2012)과

초기표본에 관계없이 모델검증에 필요한 표본수의 임계치로 일반적으로 표본크기 200

명이 제안된(Holter, 1983)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소 200명 이상을 표집 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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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가보고형

설문으로써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도구의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 및 도구의 원저자

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5문항)과 성관련 특성(5문항)을 포함한 총 68문

항으로 안전한 성행위(22문항), 의사소통(19문항),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8문항),

주관적 규범(2문항), 지각된 행위통제(4문항), 안전한 성행위 의도(3문항)를 측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4.3.1 안전한 성행위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성 전파성 감염 및 HI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

하며, Dilorio 등(1992)에 의해 청소년과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SSBQ : Safer Sexual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열거된 성관련 행위

의 실천 정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언제나 한다(4점)까지의 척도에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안전한 성행위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콘돔 사용 관련 문항, 성적 파트너

와의 의사소통 관련 문항,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알코올 사용 관련 문항,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관련 문항 등 다양한 성관련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한 성행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점수는 합산되며 점수범위는 22점에서 8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

록 더 자주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는 성 건강 관련 간호학 교수 1인이 번안하고 간호학 교수 4인의 전문가 검

토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원도구의 문항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

을 고려하여 약물의 투여와 관련된 두 문항은 도구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현

실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삭제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6, 12, 13, 14, 18, 20, 21, 22번 문항은 분석 시 역코딩 한 후 처리하였다.

원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2이었고, Chamber(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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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4로 나타났다.

4.3.2 의사소통(성관련 의사소통/일상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김미종(2001)이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한 성관련 의사소통 도구와 채

규만 등(1998)에 의해 번역된 미네소타 부부 대화 진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Inventory)도구와 홍보선(1994)이 번역한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일부를 김미종(2001)이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한 일상적

의사소통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성관련 의사소통 도구는 “나와 파트너는 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다.”, “나와 파

트너는 이전의 성경험에 대해 대화한다.”를 포함한 5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

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점수범위는 5점에서 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종(2000)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1로 나타났

다.

일상적 의사소통 도구는 “나와 파트너는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 “파트너와 둘이서

만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다.”를 포함한 14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

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2, 3, 4, 9번 문항은 분석 시

역코딩 한 후 처리하였다. 도구의 점수범위는 14점에서 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

상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종(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으로 나타났다.

4.3.3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평가적 차원의 semantic differential

type scale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내는 8

쌍의 형용사 짝에 대하여 +3점에서 -3점을 주었다. 태도는 8개 문항의 합으로 나타내

며 최고 +24점에서 최저 -24점까지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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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신화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로 나타났다.

4.3.4 주관적 규범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평소에 주변사람들이 귀하에게 충고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순응 동기 1

문항, 안전한 성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변사람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

기 위한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성관계를 한다면 안전한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의 규범적 신념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순응 동기 4점 척도 문

항과 규범적 신념을 묻는 7점 척도 문항의 곱으로 측정되며 최고 +9점에서 최저 –9

점까지 나타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

는 압력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4.3.5 지각된 행위통제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당신은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

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쉽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의 7점 총화

평정척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최고 +12점에서 최저 –12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쉽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신화(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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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안전한 성행위 의도

본 연구에서는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를 가진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계획이다.”,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

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의 3개 문항으로 최고 +9점에서 최저–9점으로 나

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신화(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0으로 나타났다.

4.3.7 예비조사

상기 도구의 신뢰도, 어휘의 적절성, 대상자의 이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시 소재 일개 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ㆍ녀 학생

각각 10명씩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앞서 연구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구상의 문제

를 발견하며 도구의 적절성을 사정함으로써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문지에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시켰으며, 설문 문

항 내에서 성관계, 파트너, 본인 등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설문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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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계획서와 연구 설문지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에 제출하여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사를 통과(승인

번호 : IRB 2012-1036)한 후 시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학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조 승인을 받았다. 연

구자는 관련기관의 여학생부장과 학과장, 해당 수업의 교수자 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

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

였다.

연구가 진행된 종합대학교는 연구자와 무관한 대학으로 연구대상자인 학생들이 심

리적인 압력이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연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학교 측이 원하는 수업시간에 맞춰서 우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연구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 설명문을

배부하고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이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제가 성(性)과 관련되어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서면을 통한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것에 제한이 따

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수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대상

자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

뢰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문 프로그

램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로그램은 개인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연동이 가능

하도록 하여 연구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은 개인 PC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상의 URL 접속을 통한

온라인 응답, 스마트폰을 이용한 URL 접속을 통한 모바일 응답 방법 중 대상자의 자

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의 설문 응답 결과 또한 설문 응답 종료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처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복 응답을 방지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중복 응답을 시도할 경우 이미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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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설문 응답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

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설문 응답 종료 후 스마트폰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이 쿠폰의

형태로 발송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

문에는 총 997명이 응답하였으나 이 가운데 결측치가 포함되었거나 성실하게 응답하

지 않은 설문내용을 제외하고 성경험자 388명, 비경험자 604명으로 총 992명의 자료

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2)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와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3)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전반적 적합지수로 χ²통계량, χ²통계량과 자유도(df)의

비, 조정 적합도 지수(AGFI), 표준화평균제곱잔차근(SRMR), 비표준 적합도 지수

(TLI),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붓스

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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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연구 대

상자 992명 중 남성이 288명(29.0%), 여성은 704명(71.0%)이고, 이 중 성경험자는 388

명(39.1%), 비경험자는 604명(60.9%)이었다. 남성의 경우 나이는 24세 이하가 189명

(65.6%), 25세 이상은 99명(34.4%)이었다.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95명(33.0%)이 가장

많았고, 학년은 3학년 97명(33.7%), 학기 중 거주형태는 가족과 거주 210명(7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음’이 125명

(43.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10명(3.5%), 없는 경우가 278명(96.5%)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중 구강성

교, 삽입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172명(59.7%), 없는 경우

가 116명(40.3%)이었다. 성경험이 있는 남성 가운데 파트너의 임신 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12명(7.0%), 없는 경우가 160명(93.0%)이었으며, 파트너의 유산 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9명(5.2%), 없는 경우가 163명(94.8%)이었고,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은 19세 이하가 86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나이는 24세 이하가 656명(93.2%), 25세 이상은 48명(6.8%)이었다. 계

열은 인문사회계열 337명(47.9%)이 가장 많았고, 학년은 3학년 261명(37.1%), 학기 중

거주형태는 가족과 거주 550명(78.1%)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교제 경험

은 남성과 달리 ‘과거에는 있으나 현재는 없음’이 283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

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85명(12.1%), 없

는 경우가 619명(87.9%)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중 구강성교, 삽입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216명(30.7%), 없는 경우가 488명(69.3%)이었다. 성경

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본인의 임신 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7명(3.2%), 없는 경

우가 209명(96.8%)이었으며, 본인의 유산 경험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5명(2.3%), 없

는 경우가 211명(97.7%)이었고,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은 20-24세가 154명(71.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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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n=992) Men(n=288) Women(n=704)

n % n % n %

Age(years)

≤24 845 85.2 189 65.6 656 93.2

≥25 147 14.8 99 34.4 48 6.8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432 43.5 95 33.0 337 47.9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325 32.8 83 28.8 242 34.4

Culture & Arts 100 10.1 28 9.7 72 10.2

Science &
Technology 135 13.6 82 28.5 53 7.5

Grade

Freshman 147 14.8 54 18.8 93 13.2

Sophomore 207 20.9 60 20.8 147 20.9

Junior 358 36.1 97 33.7 261 37.1

Senior 280 28.2 77 26.7 203 28.8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760 76.6 210 72.9 550 78.1

Boarding/
Self-boarding 106 10.7 33 11.5 73 10.4

Dormitory 112 11.3 40 13.9 72 10.2

Other 14 1.4 5 1.7 9 1.3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s

Past only 395 39.8 112 38.9 283 40.2

Present only 76 7.7 19 6.6 57 8.1

Both past & present 370 37.3 125 43.4 245 34.8

No 151 15.2 32 11.1 119 16.9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95 9.6 10 3.5 85 12.1

No 897 90.4 278 96.5 619 87.9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388 39.1 172 59.7 216 30.7

No 604 60.9 116 40.3 488 69.3

Experience of Pregnancy 8 4.7 5 2.3

Yes 12 7.0 7 3.2

No 160 93.0 209 96.8

Experience of Abortion

Yes 9 5.2 5 2.3

No 163 94.8 211 97.7

Age of sexual debut(years)

≤19 86 50.0 57 26.4

20-24 78 45.3 154 71.3

≥25 8 4.7 5 2.3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Participants (N=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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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Possible
score Min Max Mean±SD

Attitude
Yes

-24∼24
-5.00 24.00 16.89±6.34

No -24.00 24.00 12.86±10.51

Subjective Norm
Yes

-9∼9
-6.00 9.00 3.71±2.50

No -6.00 9.00 3.67±2.7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Yes
-12∼12

-7.00 12.00 6.69±4.04

No -12.00 12.00 4.98±4.89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Yes
-9∼9

-4.00 9.00 7.09±2.56

No -9.00 9.00 7.57±2.49

Communication Yes 19∼95 49.00 94.00 71.50±9.26

Safer Sexual
Behavior Yes 22∼88 41.00 81.00 60.27±7.9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5.2 성경험 유무에 따른 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경험자

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평균 16.89점(±6.34)으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은 평균 3.71점(±2.50)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평균 6.69점(±4.04), 의사소통은 평균 71.50점(±9.26)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평균 7.09점(±2.56)으로 나타났고, 안전한 성행위는 평

균 60.27점(±7.92)으로 성경험자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68.48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경험자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평균 12.86점(±10.51)으로 안전한 성

행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평균 3.67점

(±2.75)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평균 4.98점(±4.89),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평균 7.57점(±2.49)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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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n=388)

No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n=604)

Mean±SD
(Range)

Mean±SD
(Range) t p

Attitude 16.89±6.34
(29.00)

12.86±10.51
(48.00) 7.525 <.001

Subjective
Norm

3.71±2.50
(15.00)

3.67±2.75
(15.00) .217 .82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69±4.04
(19.00)

4.98±4.89
(24.00) 5.970 <.001

Intention of
Sexual
Behavior

7.09±2.56
(13.00)

7.57±2.49
(18.00) -2.922 .004

<Table 3> Comparisons of Study Variables between respondents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and those who did not (N=992)

5.3 성경험자와 비경험자간 변수들의 차이

성경험자와 비경험자간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

제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t=7.525, p<.001)와 지각된 행위통제(t=5.970, p<.001)는

성경험자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t=-2.922,

p=.004) 비경험자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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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5.4.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성경험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대별로는 24세 이하보다 25세 이상이 유의하게 높은 안전한 성행

위에 대한 태도 점수를 보였다(t=-2.059, p<.05). 다른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경험자의 경우 24세 이하 집단 보다 25세 이상 집단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

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t=-2.290, p<.05), 보건복지 계열이 문화예술 계열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며(F=5.831, p<.01),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380,

p<.05). 다른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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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n=388)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n=604)

Mean±SD t or F Mean±SD t or F

Gender

Man 17.50±5.77 1.735 13.34±10.58 .553

Woman 16.40±6.74 12.74±10.50

Age(years)

≤24 16.52±6.52 -2.059* 12.63±10.65 -2.290*

≥25 17.93±5.70 15.59±8.19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a 17.22±6.26 1.176 12.24±11.08 5.831**

Health Science &
Social Walfareb 16.57±6.38 14.68±8.79 (b>c)

Culture & Artsc 15.50±7.82 8.48±13.10

Science &
Technologyd 17.53±5.29 13.22±9.64

Grade

Freshman 15.77±5.99 .759 10.88±10.42 2.391

Sophomore 17.71±6.28 12.28±10.69

Junior 16.87±6.04 13.89±10.47

Senior 16.71±6.73 13.48±10.30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16.72±6.47 1.712 12.84±10.53 .343

Boarding/
Self-boarding 16.77±5.92 12.86±9.16

Dormitory 18.84±4.90 13.33±11.08

Other 13.83±10.21 9.38±12.92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s

Past only 15.96±6.99 1.878 12.78±10.43 .570

Present only 18.50±5.22 12.62±10.12

Both past & present 17.14±6.10 12.13±10.69

No 14.00±8.00 13.74±10.65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17.21±6.30 -.354 15.50±8.12 -2.380*

No 16.85±6.35 12.61±10.68

Experience of Pregnancy

Yes 15.26±7.53 1.145

No 16.97±6.27

Experience of Abortion

Yes 14.36±8.30 1.523

No 16.98±6.25

Age of sexual debut(years)

≤19 17.14±6.00 .743

20-24 16.84±6.45

≥25 14.92±8.04

<Table 4> Comparison of Attitude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N=99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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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성경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t=-3.286, p<.01),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6.746,

p<.001). 다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경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077,

p<.05), 다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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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n=388)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n=604)

Mean±SD t or F Mean±SD t or F

Gender

Man 3.24±2.76 -3.286** 3.15±3.13 -2.077*

Woman 4.09±2.20 3.80±2.64

Age(years)

≤24 3.81±2.41 1.290 3.66±2.78 -.446

≥25 3.44±2.74 3.85±2.40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3.73±2.39 .347 3.68±2.78 1.093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3.64±2.39 3.87±2.67

Culture & Arts 3.48±2.93 3.18±2.70

Science &
Technology 3.94±2.67 3.46±2.89

Grade

Freshman 4.70±2.81 6.746*** 3.42±2.94 .601

Sophomore 4.32±2.19 (a,b>c) 3.61±2.86

Junior 3.05±2.57 3.73±2.71

Senior 3.85±2.36 3.86±2.55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3.70±2.53 .524 3.68±2.78 .977

Boarding/
Self-boarding 3.51±2.35 3.57±2.90

Dormitory 4.14±2.49 3.85±2.38

Other 3.33±2.73 2.13±3.09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s

Past only 3.64±2.45 .776 3.78±2.58 .356

Present only 3.15±2.75 3.48±2.38

Both past & present 3.83±2.49 3.69±2.75

No 3.67±2.52 3.52±3.15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3.65±2.19 .167 3.25±3.00 1.163

No 3.72±2.54 3.71±2.72

Experience of Pregnancy

Yes 2.79±2.80 1.652

No 3.76±2.48

Experience of Abortion

Yes 2.93±2.73 1.194

No 3.74±2.49

Age of sexual debut(years)

≤19 3.46±2.69 1.357

20-24 3.83±2.34

≥25 4.31±2.98

<Table 5> Comparison of Subjective Norm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N=99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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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성경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각된 행위통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t=2.343, p<.05),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의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집

단이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70, p<.05). 다른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경험자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는 집단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집단보다 지각된 행위통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F=3.752, p<.05),

다른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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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n=388)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n=604)

Mean±SD t or F Mean±SD t or F

Gender

Man 7.22±3.88 2.343* 5.44±4.90 1.127

Woman 6.26±4.12 4.87±4.88

Age(years)

≤24 6.48±4.19 -1.796 4.92±4.92 -.970

≥25 7.26±3.54 5.65±4.42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6.45±4.40 2.296 5.09±5.18 .348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6.21±3.78 5.07±4.24

Culture & Arts 7.41±3.47 4.48±5.41

Science &
Technology 7.59±3.73 4.68±5.21

Grade

Freshman 8.27±3.13 1.829 4.82±5.04 .479

Sophomore 6.58±4.25 4.74±5.03

Junior 6.71±4.05 4.95±4.71

Senior 6.38±4.05 5.39±4.92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6.65±3.96 .396 5.05±5.00 .363

Boarding/
Self-boarding 6.46±4.52 4.92±4.18

Dormitory 7.08±3.79 4.77±4.62

Other 8.00±5.10 3.38±5.32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

Past only 6.10±4.43 1.683 4.99±4.65 3.752*

Present only 6.12±4.06 5.31±5.13 (c>d)

Both past & present 7.04±3.81 5.94±5.17

No 7.33±4.73 4.01±4.86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5.49±4.39 2.070* 3.38±5.17 2.472*

No 6.83±3.97 5.13±4.84

Experience of Pregnancy

Yes 5.58±4.46 1.225

No 6.74±4.01

Experience of Abortion

Yes 4.71±4.51 1.866

No 6.76±4.01

Age of sexual debut(years)

≤19 6.70±3.92 .347

20-24 6.73±4.10

≥25 5.77±4.48

<Table 6> Comparison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N=99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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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7>. 성경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4.494, p<.001), 24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962, p<.01). 다른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비경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t=-2.332, p<.05), 1학년이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2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F=6.864, p<.001).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302, p<.01). 다

른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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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n=388)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n=604)

Mean±SD t or F Mean±SD t or F

Gender

Man 6.42±2.94 -4.494*** 6.98±3.14 -2.332*

Woman 7.62±2.07 7.70±2.29

Age(years)

≤24 7.34±2.34 2.962** 7.54±2.53 -.737

≥25 6.37±3.00 7.83±1.83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7.30±2.50 1.478 7.54±2.64 1.590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6.73±2.92 7.81±1.93

Culture & Arts 6.82±2.64 7.32±3.29

Science & Technology 7.35±1.88 7.13±2.63

Grade

Freshman 7.60±2.39 .663 6.91±3.09 6.864***

Sophomore 7.03±2.82 7.24±2.94 (a<c,d)

Junior 6.92±2.72 7.72±2.20 (b<d)

Senior 7.17±2.29 8.20±1.52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7.07±2.67 .122 7.51±2.57 .996

Boarding/
Self-boarding 7.11±2.20 7.82±1.81

Dormitory 7.27±2.19 7.87±1.98

Other 6.67±3.01 6.63±4.78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s

Past only 6.88±2.68 .584 7.69±2.14 .671

Present only 7.12±2.27 7.26±3.35

Both past & present 7.20±2.56 7.38±2.92

No 6.00±1.73 7.59±2.41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7.09±2.15 -.015 8.15±1.16 -3.302**

No 7.09±2.61 7.51±2.57

Experience of Pregnancy

Yes 6.42±2.93 1.163

No 7.12±2.54

Experience of Abortion

Yes 5.93±3.15 1.728

No 7.13±2.53

Age of sexual debut(years)

≤19 6.71±2.97 2.459

20-24 7.31±2.30

≥25 7.15±1.82

<Table 7> Comparison of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N=99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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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성경험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성경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이성교제 경험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집단

보다 현재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두 집단이 의사소통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F=11.999, p<.001), 다른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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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Gender

Man 70.72±9.53 -1.482 .139

Woman 72.12±9.00

Age(years)

≤24 71.44±9.51 -.206 .837

≥25 71.66±8.52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71.33±9.25 1.687 .169

Health Science &
ocial Welfare 70.30±9.23

Culture & Arts 72.48±8.91

Science &
Technology 73.33±9.39

Grade

Freshman 72.10±10.58 .407 .748

Sophomore 70.73±10.00

Junior 72.04±9.53

Senior 71.24±8.30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71.37±9.43 .296 .828

Boarding/
Self-boarding 71.25±8.46

Dormitory 72.84±9.16

Other 72.00±10.49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s

Past only 67.39±8.58 11.999*** <.001 a<b, c

Present only 74.35±9.83

Both past & present 73.11±8.88

No 68.67±9.29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69.42±8.66 1.567 .118

No 71.76±9.31

Experience of Pregnancy

Yes 69.63±8.93 .902 .368

No 71.60±9.27

Experience of Abortion

Yes 68.43±8.47 1.266 .206

No 71.61±9.27

Age of sexual debut(years)

≤19 71.06±9.67 .361 .697

20-24 71.69±9.10

≥25 72.92±7.58

<Table 8>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in the

Experienced Group of Sexual Intercourse (N=38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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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성경험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성경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점수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한 성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5.267, p<.001), 24세 이하가 25세 이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t=3.100, p<.01),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19세 이하인 집단이 20-24세 집단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F=8.920, p<.001). 본인 또는 파트너의 임신경험이 없는 집단이 임신경험

이 있는 집단보다 안전한 성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t=3.188, p<.01), 본인 또는

파트너의 유산경험이 없는 집단이 유산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3.226, p<.01). 다른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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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Gender

Man 57.97±7.38 -5.267*** <.001

Woman 62.09±7.87

Age(years)

≤24 61.00±7.96 3.100 .002

≥25 58.19±7.45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59.79±7.90 .911 .436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60.21±7.75

Culture & Arts 60.05±7.45

Science &
Technology 61.68±8.53

Grade

Freshman 62.60±8.76 1.174 .319

Sophomore 60.75±7.86

Junior 59.94±8.01

Senior 59.85±7.65

Living environment

With family 60.48±7.91 1.374 .250

Boarding/
Self-boarding 59.23±8.12

Dormitory 59.38±7.03

Other 65.33±10.65

Acquaintance with a heterosexual friends

Past only 60.25±7.99 .885 .449

Present only 62.21±8.61

Both past & present 59.97±7.69

No 62.67±15.53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violence/ abuse

Yes 60.86±7.70 -.522 .602

No 60.19±7.95

Experience of pregnancy

Yes 54.68±6.68 3.188** .002

No 60.55±7.88

Experience of Abortion

Yes 53.64±7.41 3.226** .001

No 60.51±7.84

Age of sexual debut(years)

≤19 58.34±7.40 8.920*** <.001 a<b

20-24 61.62±8.09

≥25 57.23±5.10

<Table 9> Comparison of Safer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profile in

the Experienced Group of Sexual Intercourse (N=38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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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안전한 성행위 문

항 점수는 총 4점 만점에 평균 2.74점(±.36)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행동들에 대한 문항

별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양성애

자 또는 동성애자로 알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로 평균 3.89점(±.46)이었으며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하지 않는다’ 93.3%, ‘가끔한다’ 4.1%, ‘대부분한다’ 1.1%,

‘언제나 한다’ 1.5%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항문 성교를 한

다.’가 평균 3.88점(±.42)이었고, 응답 비율은 ‘전혀하지 않는다’ 91.8%, ‘가끔한다’

5.4%, ‘대부분한다’ 2.3%, ‘언제나 한다’ 0.5%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항문

성교를 한다’로 평균 3.87점(±.47)이었으며, 응답 비율은 ‘전혀하지 않는다’ 91.0%, ‘가

끔한다’ 5.9%, ‘대부분한다’ 2.1%, ‘언제나 한다’ 1.0%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양성애/동성

애 성관계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로 평균 1.23점(±.57)이었으며 응답 비율은 ‘전혀하지

않는다’ 83.0%, ‘가끔한다’ 12.1%, ‘대부분한다’ 3.6%, ‘언제나 한다’ 1.3%로 나타났다.

다음은 ‘나는 성적 파트너의 생식기에 궤양,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주장한다.’가 평균 1.48점(±.87)이었고, 응답 비율은 ‘전혀하지 않는다’ 71.4%, ‘가끔한

다’ 14.9%, ‘대부분한다’ 8.0%, ‘언제나 한다’ 5.7%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잠재

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과거 성관계에 대해 물어본다.’로 평균 1.61점(±.76)이었으며, 응

답 비율은 ‘전혀하지 않는다’ 52.8%, ‘가끔한다’ 36.1%, ‘대부분한다’ 8.0%, ‘언제나 한

다’ 3.1%로 확인되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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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SD Never
n(%)

Sometimes
n(%)

Most of
the time
n(%)

Always
n(%)

1. I insist on condom use when I
have sexual intercourse. 3.00±.99 32

(8.2%)
95

(24.5%)
102
(26.3%)

159
(41.0%)

2. I stop foreplay long enough for my
partner to put on a condom(or to
put on a condom).

3.10±.98 32
(8.2%)

73
(18.8%)

106
(27.3%)

177
(45.6%)

3. I ask potential sexual partners
about their sexual histories. 1.61±.76 205

(52.8%)
140
(36.1%)

31
(8.0%)

12
(3.1%)

4. I avoid direct contact with my
sexual partner’s semen or vaginal
secretions.

2.06±1.08 160
(41.2%)

101
(26.0%)

72
(18.6%)

12
(14.2%)

5. I ask my potential sexual partners
about a history of
bisexual/homosexual practices.

1.23±.57 322
(83.0%)

47
(12.1%)

14
(3.6%)

5
(1.3%)

6. I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on
a first date. 3.83±.46 334

(86.1%)
42

(10.8%)
11
(2.8%)

1
(0.3%)

7. I abstain from sexual intercourse
when I do not know my partner’s
sexual history.

1.87±1.05 198
(51.0%)

87
(22.4%)

59
(15.2%)

44
(11.3%)

8. I avoid sexual intercourse when I
have sores or irritation in my
genital area.

2.93±1.16 76
(19.6%)

46
(11.9%)

94
(24.2%)

172
(44.3%)

9. If I know an encounter may lead
to sexual intercourse, I carry a
condom with me.

2.32±1.19 135
(34.8%)

88
(22.7%)

69
(17.8%)

96
(24.7%)

10. I insist on examining my sexual
partner for sores, cuts, or
abrasions in the genital area.

1.48±.87 277
(71.4%)

58
(14.9%)

31
(8.0%)

22
(5.7%)

11. If I disagree with information that
my partner presents on safer sex
practices, I state my point of view.

2.95±1.00 35
(9.0%)

97
(25.0%)

107
(27.6%)

149
(38.4%)

12. I engage in oral sex without
using protective barriers such as a
condom or rubber dam.

2.82±.98 107
(27.6%)

154
(39.7%)

77
(19.8%)

50
(12.9%)

13. If swept away in the passion of
the moment, I have sexual
intercourse without using a condom.

2.97±.97 140
(36.1%)

135
(34.8%)

75
(19.3%)

38
(9.8%)

14. I engage in anal intercourse. 3.87±.47 353
(91.0%)

23
(5.9%)

8
(2.1%)

4
(1.0%)

15. If know an encounter may lead to
sexual intercourse, I have a
mental plan to practice safer sex.

2.77±1.00 49
(12.6%)

101
(26.0%)

128
(33.0%)

110
(28.4%)

16. If my partner insists on sexual
intercourse without a condom, I
refuse to have sexual intercourse.

2.46±1.10 85
(21.9%)

138
(35.6%)

66
(17.0%)

99
(25.5%)

17. I avoid direct contact with my
sexual partner’s blood. 2.31±1.20 142

(36.6%)
82

(21.1%)
67

(17.3%)
97

(25.0%)

18. It is difficult for me to discuss
sexual issues with my sexual
partners.

3.24±.94 200
(51.5%)

114
(29.4%)

43
(11.1%)

31
(8.0%)

19. I initiate the topic of safer sex
with my potential sexual partner. 2.36±.98 83

(21.4%)
143
(36.9%)

103
(26.5%)

59
(15.2%)

20. I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someone who I know is bisexual
or gay.

3.89±.46 362
(93.3%)

16
(4.1%)

4
(1.1%)

6
(1.5%)

21. I engage in anal intercourse
without using a condom. 3.88±.42 356

(91.8%)
21
(5.4%)

9
(2.3%)

2
(0.5%)

22. I drink alcoholic beverages prior
to or during sexual intercourse. 3.30±.66 155

(39.9%)
198

(51.0%0
31
(8.0%)

4
(1.0%)

<Table 10> Frequency of Safer Sexual Behavior in the Experienced Group of Sexual

Intercourse by items (N=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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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Attitude .122*

Subjective
Norm .179*** .22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98*** .374*** .275***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281*** .237*** .325*** .394***

Safer Sexual
Behavior .288*** .067 .235*** .286*** .455***

<Table 11>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in the Experienced Group of Sexual

Intercourse (N=388)

5.6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성경험자의 주요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나타났

다. 성경험자의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r=.122, p<.05), 주관적 규범

(r=.179, p<.001), 지각된 행위통제(r=.298,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r=.281,

p<.001) 및 안전한 성행위(r=.288, p<.0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안

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r=.225, p<.001), 지각된 행위통제(r=.374,

p<.001)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r=.237, p<.001)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나, 안전한 성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67, p>.05). 주관

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r=.275,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r=.325, p<.001), 안전

한 성행위(r=.235,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각된 행위통제와

안전한 성행위 의도(r=.394, p<.001), 안전한 성행위(r=.286, p<.001) 간에도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55, p<.00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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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 .25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83*** .328***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312*** .320*** .412***

<Table 12>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in the Non-Experienced Group of

Sexual Intercourse (N=604)

비경험자의 주요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r=.250, p<.001), 지각된 행위통제(r=.383,

p<.001)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r=.312, p<.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r=.328,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r=.320,

p<.001)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행위통제와 안전한 성행

위 의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12, p<.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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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χ2/df TLI CFI RMSEA SRMR

Hypothesized
Model
for This Study

162.449*** 77 2.110 .945 .960 .054 .047

<Table 13> Result of the Fit Statistics of the Hypothesized Model for This Study

5.7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5.7.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

든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분석한 결과 첨도는 모든 측정

변수가 10이하로 나타났고, 왜도는 ±3범위 내에 있어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의 분석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13>. χ2값과 자유도 비가 2.110으로 3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하였으며,

TLI(Tucker-Lewis Index) .945,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960으로

모두 .90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54, 표준화평균제곱잔차근(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47로 기준인 .08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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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가설적 모형 분석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의사소통에서 안전한 성행위 의도 간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β

=.083, p>.05),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도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유의한 직접효과

가 없었다(β=-.060, p>.05). 주관적 규범(β=.501, p<.001)과 지각된 행위통제(β=.295,

p<.001)는 모두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안전한 성행위에 안전한

성행위 의도(β=.411, p<.001)와 의사소통(β=.270, p<.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행위통제(β=.061,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적 모형에 표

준화된 경로계수를 포함하여 표현하면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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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Dependent ← In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MC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Subjective
Norm .501*** .501

.47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95*** .295

Communication .083 .083

Attitude -.060 -.060

Safer Sexual
Behavior

Subjective
Norm .206* .206

.37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61 .101* .183

Communication .270** .034 .304

Attitude -.025 -.025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411*** .411

<Table 1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for the Hypothetical Model

5.7.3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직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14>.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고, 주관적 규범의 간접효과(β=.206, p<.05)와 지각된 행위통제의 간접효과(β=.101,

p<.05)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47.9% 설명하였고,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행위

를 37.0% 설명하였다.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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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Total Male Female

Dependent ← Independent

Variables
b β b β b β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Subjective

Norm
.645 .501*** .321 .249* .871 .58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28 .295*** .287 .547*** .081 .238*

Communication .013 .083 .013 .078 .006 .046

Attitude -.033 -.060 .050 .075 -.099 -.243

Safer Sexual
Behavior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1.040 .411*** .849 .452** 1.007 .346***

Communication .105 .270** .067 .214 .114 .29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67 .061 .046 .047 .120 .121

<Table 15> Path Coefficients of the Hypothesized Model for This Study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5>.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에 미치는 직

접 효과가 남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나(β=.214, p>.05), 여성의 경우 유의하게 나

타나(β=.296, p<.05)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위의 관계에서 남녀에 따른 성별의 차이

가 있었다[Figure 5],[Figure 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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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4개의 외생변수와 2개의 내생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한다’는 기각되었다

(β=.083, p>.05).

가설 2: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한다’

는 기각되었다(β=-.060, p>.05).

가설 3: ‘주관적 규범이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한다’는 지지되었다

(β=.501, p<.001).

가설 4: ‘지각된 행위통제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증가한다’는 지지되었

다(β=.295, p<.001).

가설 5: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증가한다’는 지지되었다

(β=.270, p<.01).

가설 6: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증가한다’는 지지되

었다(β=.411, p<.001).

가설 7: ‘지각된 행위통제가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증가한다’는 기각되었

다(β=.06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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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6.1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안전한 성행

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요인들간의 인과적 경로와 효과를 파악함으

로써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계획된 행위

이론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에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하여 이 변인들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

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그 모형이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

고 예측하는데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

생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실제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와 안전

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6.1.1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가설적 모형

Ajzen(2008)은 행위 의도와 행위 예측을 분석할 때는 직접적 변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김윤경(2008)의 연구에서도 행위 의도와 행위의 예측 및 분석을 위

해서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적 측정방법을 사용해

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하

기 위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파트너와의 의사소통도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

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상호 관계적 측면의 의사

소통 개념을 추가하여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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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실천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점수는 총 88점 만점

에 평균 60.27점(±7.92)으로 Chamber(2003)가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여 안전한 성행위를 측정한 결과인 평균 73.73점(±9.64)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로 본 연구의 경우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Sunmola(2005)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45%가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반면 남학생은 30%만이 한 사람의 성적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며, 최근 2주 이내에 여학생은 72%가 콘돔을 사용한 반면 남학생은 50%만이 콘돔

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어 성행위에 대해서 시작 시기가 빠르고 진

행단계도 높으며, 여학생은 55%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비

해 남학생은 33%만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들

(박지현 & 김태현, 2005; Lance, 2001)처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평균점수도 62.09점(±7.87)으

로 Chamber(2003)의 연구 결과보다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사회적 제

약으로 인해서 성(性)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의학적인 분야가 아니면 연구나 교육

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허태균 & 조

자의, 2007)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안전

한 성행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성관련 행위들에 대한 문항별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부록 4>와 같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대학생들이 성관계 전에 안전하지

않은 성적 파트너나 성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비교적 적

극적이지만 성적 파트너와 성관련 의사소통을 하거나 성적 자기주장을 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적 파트너와 협조적인 사람이 비협조적인 사람

보다 안전한 성행위를 하며, 안전한 성행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파트너와의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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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중요한 요소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콘돔 사용 가능성이 낮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면 안전한 성행위를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Crosby et al, 2002;

Widman, Golin, & Noar, 2012; Wilkinson et al, 2002)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한

다. 그러나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어

려움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들보다 콘돔을 더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Boyle &

O’Sullivan(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므로 이를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성적 파트너와

의 효율적인 성관련 의사소통 향상, 적극적인 성적 자기주장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은 안전한 성행위를

다양한 성관련 행위들(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

용 · 성경험 및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음주나 약물 사용 안하기, 성적 파트너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지 않고 대부분 콘돔 사용 여부만을 주된 지

표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정확하게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

보면 안전한 성행위 의도, 의사소통,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순으로 안전한 성

행위에 대한 총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예측 변수들이 안

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정도는 37.0%로 Armitage & Conner(2001)가 계획된 행위이

론을 사용한 연구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계획된 행위이론이 행위에는 27.0%, 의

도에 대해서는 39.0%의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한 바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설명

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변수 가운데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행

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콘돔 사용에 대

한 의도가 콘돔 사용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갖는 예측인자로 밝혀진 선행 연구 결

과(Asare & Sharma, 2010)나 대학생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행위

통제, 성행위 의도로 성행위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이신화,

2004)와 일관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안전한 성행위

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임을 파악함으로써 김윤경(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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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건강관련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의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계획된 행위이론에서의 의도와 행위와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

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의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안전한 성행위 의도 다음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행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파트너와

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확인되었고 파트너와의 성에 대한 대화량 및 대화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성행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박지현 & 김태현, 2005)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 파트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며, 콘돔사용 의도가 높고 성 의사소통이 원

활할수록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덜 한다는 연구 결과들(Crosby et al., 2002;

Widman et al., 2012)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개인적 행위인 경우에는 행위결정의 가

장 중요한 요소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 등의

심리내적인 요인들이지만(허태균 & 조자의, 2007)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성행위의

경우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박지현 & 김태현, 2005), 안전한 성행위도 파

트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만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소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

하다는 보고(Crosby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성적 파트

너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증진 프

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남녀 모두가 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를 마련하고 남녀가 성에 대하여 평등하다는 시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면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의사소통 순으로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대한 총 효과를 보이고 있

었으며, 이와 같은 예측 변수들이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4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규범으로 이는 안

전한 성행위의 실천여부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콘돔 사용 의도를 조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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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관적 규범과 동료 규범이 미래의 콘돔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는 연구들(이혜경, 2010; 허태균 등, 2004)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남

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모두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예측인자로

확인된 것은 Cha 등(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동료 규범이 콘돔사용 의도를

예측하는 인자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동료 규범이 콘돔사용 의도를 예측하는 인자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전한 성행위와 같이

타인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

고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적 신념이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정 내에서 안전한 성(性)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형성이 이

루어짐과 동시에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교육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중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황신우 & 정재원(2012)의 연

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성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노출되는 매

체를 통해 성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와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 내의 효

과적인 통제 전략을 병행할 때(박현숙 & 정선영, 2011) 안전한 성행위를 더욱 효율적

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나누는 성관련 대화는 수위가

높고, 거리낌이 없으므로 또래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성교육이나 성상담 프로그램 등

을 통해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성에 대한 긍정적 규범과 신념을 형성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는데 주관적 규범 다음

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계획된 행위이론과는

달리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의 직접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는 선행 연구들(김수민, 2010; 정선영, 2011)에서 행위에 지각된 행위통제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과 같은 것이나 이신화(2004)의 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성

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안전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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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위통제

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성관계 시 안전한 성행위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성적 파트너

나 주변 상황을 실제로 어떻게 설득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

나 통제 전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재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구조모형 경로의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안전한 성행위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의해 예측되어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를 더 자주 실천하는 것

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전체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의사소통의 직접 효과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

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은 안전

한 성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더 자주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이 성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박지현 & 김태현, 2005;

Boyle & O’Sullivan, 2010; Crosby et al., 2002, Wideman et al., 2012)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피임경험에 대한 황신우 & 정재원(2012)의 질적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

성들은 성관계 시 피임에 대해서 파트너와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몰래 피임약을 먹

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피임을 실천하고, 피임하기를 원할지라도 파트

너에게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은 성관계 전에

피임방법 등에 대해서 파트너와 함께 모색하기 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대처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성관계 후 임신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파트너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대로 남학생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 이중기준이 남성들에게 존재하

고 있어 성적인 의사소통에서도 남성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여성이 따르게 되고,

데이트 관계에서도 여성들이 권력(주도성)의 불균형을 인지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안

전한 성행위를 하기 위한 협상들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들(김영기,

2011, 유외숙, 2004)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들이 성관계에서도 주도적

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상을 하기 보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황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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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2012)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의 이면에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중적인 성

의식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도적

으로 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인식을 전환하여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성

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여학생들에게는 성적 파트너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상을 위해 요

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성관계 시 안전한 성행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모형의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을 종합해 보면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계획된 행위이론과는 달리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안전한 성행위 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주어 이를

통해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 경로가 더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Asare & Sharma(2010)의 연구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가 콘돔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는 같은 결과이나 이신화(2004)의 연구에서 성행위

태도가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인

으로 전제되어 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태도가 관련 행

위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허태균 등, 2004)와도 관련이 있는 것

이다. 또한 안전한 성행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적 파트너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또는 다른 주변사람

들로부터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개인에 의해 이미 형성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보다는 성적 파트너나 주변사람들 또는 상황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위의 결정요인으로 개개인의 태도, 가치관,

동기 등의 내적변인들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성행위는 타인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만 가능한 행위이므로 결국 그 순간의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협응의 과정이 더 결

정적이고 직접적인 결정요인(허태균 & 조자의, 2007)이라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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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성(性)과 관련된 사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

그램 개발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성(性)과 관련된 질문에 대상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수집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콘돔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시

키지 않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성관련 행위들을 포함하여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측정한 실제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상호 관계적 측면의 의사소통 개념을 추

가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을 통해 성(性)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통합

적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변량 구조 분석 결과 의사소통은

안전한 성행위에 직접적 효과를 보였으며,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직

접적·간접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있어 성적 파트너

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6.1.3 성경험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

성경험자의 경우 이성교제 경험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집단보다 현재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두 집단이 의사소통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은 이성교제를 하면서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

아지고 갈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서 심리적·성적으로 성숙해지게 된다(조승

희, 201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파트너와의 의

사소통이 더 원활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24세 이하보다 25세 이상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연령이 위험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성

행위를 한다는 Langer 등(2001)의 연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

할수록 혼전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경험률도 높게 나타나고 더 자주 콘

돔없이 성관계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승주, 2012; Boone & Lefkovitz, 2004)과



- 64 -

는 일관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황신우 & 정재원, 2012)에서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지속되면

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아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

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된 성적 파트너

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만

남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은 것이라 생각

된다.

주관적 규범은 성별과 학년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 2학년이 3학년 보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주관적 규범은 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전(婚前)의 성적 행위가 절

제 또는 억제되길 기대하면서 동시에 성의 생식기능과 쾌락기능을 분리하고 순결과

정절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남ㆍ녀에게 각기 다른 성윤리를 적용하고 강요하는 이중

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김승주, 2012) 여성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권고와 같은 사회

적 압력을 더 의식하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박지현, 2004). 또한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일상의 모든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과 달리 신입생이나 저학년은 여전히 부모님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서도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남성과 부정적 성경험(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이 없는 경우

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에게는 성적 허용성에 대해 개방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성적 허용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

미하는 성 이중기준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김영기, 2011)와 맥

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성역할과 가부장적 성규범

에 의해 성적(性的)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은 남성의 의견에 따르는 부분이 많거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영기,

2011) 성관계 시 안전한 성행위 역시 남성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쉽게 실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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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믿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를 증가시킬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나 임신,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향

상을 강조하여 성적 자율성이 획득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최

명숙 & 하나선, 2004). 또한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부정적 성경험을 당

한 대상자들보다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성관계 시 안전한 성행위도 스스

로의 조절과 통제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행위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에 대한

의지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은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유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따라 겪게 될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을 여성들이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성경험자의 안전한 성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특성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임신과 유산 경험이 없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높았으며,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Jadack et al., 1995; Boone & Lefkovitz, 2004)에서 남학

생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더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콘돔없이 성관

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황신우 & 정재원(2012)의 연구에서

남성들도 파트너가 임신을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파트너의 임신을 예방하고자 피임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임신과 유산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경우는 평소에 피임을 위해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

우 20-24세인 경우보다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Langer

et al., 2001)와 일관된 결과로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예

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관계나 피임에 대한 뚜렷한 의지 없이 충동적 욕구에 의해 잘

알지 못하는 파트너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

문(황신우 & 정재원, 2012)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Jadack 등(199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는 19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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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성행위 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

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성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승주, 2012; 박지

현 & 김태현, 2005)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성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안전한 성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중요 영향 변수인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안전한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증가시킴으로

써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통해 안전한 성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간

호 교육 및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보

다는 여성에게 성(性)을 더 금기시 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박지현 & 김태현,

200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은

성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의식 전환 교육이

제공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

다.

6.1.4 비경험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

비경험자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의도가 총 9점 만점에 평균 7.57점(±2.49)으

로 성경험자의 평균 7.09점(±2.56)에 비해 안전한 성행위 의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전한 성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콘돔 사용과 관련하여

이혜경(2010)이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성경험군보다 비경험군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의도가 높게 조사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경험자들의 경우 그동안의 성교육 혹은 동료나 매스컴을 통해 콘돔이 성관

계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 미래에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것(이혜경, 2010)으로 비경험군의 경우 성경험군보다 성 전염성

질환, AIDS 및 임신이나 유산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콘돔 사용과 같은 안전한 성행

위에 대한 유익성을 더 크게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연령, 계열, 부정적 성경험(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

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집단이 24세 이하 집단보

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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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전 성관계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들(장수현 & 이성희, 2011; 호선민,

2009)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볼 때 25세 이상의 연령까지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은 성(性)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 성관계 등에 매우 신중하며,

혼전 순결 등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안전한 성행위

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에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

된다. 계열에 따라서는 보건복지계열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안

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보건복지 계열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과정 내에서 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

안전한 성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므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황신우 & 정재원, 2012)

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주의 수업이나 전공수업을 통한 인식의 변화로 피임실천에

대한 신념을 고착시키기도 한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성피해 경험이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장진숙 & 박경, 2007)와는 상

반되는 결과로 부정적 성경험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노출되므로 경

험적으로 안전한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이를 통해 안전한 성행위의 필요성

을 인식하여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관적 규범은 성별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

에 비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순결이나 임신 문제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주

변의 의식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박지현, 2004)와 일치하는 결

과로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경우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에게 성적(性的)으로 더 허

용적인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안전한 성

행위 실천에 대해 주변의 압력이나 규범으로부터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

된다. 따라서 성에 대하여 남녀가 동일한 시각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성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이성교제 경험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성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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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는 경우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경우보다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

생은 이성교제를 하면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

아지고, 갈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조승희, 2012) 감정을 교류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상호간의 요구를 절충하는 의사소통의 전략들을 실제적으로 터득하

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성(性)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충

분히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

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경험자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성별, 학년, 부정적 성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았는데 이는 Jadack 등(1995)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들이 실제로 임신이나 유산 등의 위험 부담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혼전 순결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의 경우 1학년 보다 3, 4학년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강효윤, 2007; Langer et al., 2001)에서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위

험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점차 증가할수록 피임 경험

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고

자 하는 의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정

적 성경험을 하게 된 대상자들은 부정적 성경험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문제들을 겪

게 되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성관계 만큼은 본인의 의지 하에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

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비경험자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규범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남학생을 대상으로 소그룹 성교육이나 성상담

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안전한 성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하고,

성 이중기준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남녀 상호간에 성 건강 행

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간호중재 전략들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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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1 간호이론

계획된 행위이론은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유용한 개념적 기

틀을 제공해 주는 이론으로서 건강행위에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행위의도를 파

악하고 건강행위를 예측하는데 활용되어 왔다(정혜선, 기미영, 구정완과 장원기,

2003).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절

주, 금연, 운동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건강관련 행위 뿐 아니라 안전한 성행위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대인관계적 차원의 건강관련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기틀로써의 계획된 행위이론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상호 관계적 측면

의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한 결과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

통이 안전한 성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냄으로써 안전한 성행

위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의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6.2.2 간호연구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안전한 성행위를 콘돔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

했던 것과는 달리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

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 · 성경험 및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항문

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안하기, 성적 파트너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기 등)를 측정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대학생

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과 관련된 실제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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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 분야의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촉진함으로써 성 건강 관련 간

호지식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2.3 간호실무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대상자들에게 대학생들의 성행위

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전 성관계, 원치 않는 임

신, 인공 유산, 성 전파성 감염, 인터넷 음란 문화로 인한 피해,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성 건강 행위로서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

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함으로써 더 나아가 성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이는 또한 성 건강 분야의

비용ㆍ효과적인 예방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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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한국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본 모형에서 제시된 변인들간의 확실한 인과

적 관계의 성립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변인 가운데 개인이 특정 행위의 수행 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을 단 두 문항만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타

당도를 확보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안전한 성행위 구조모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분석에 활용된 표

본크기가 여학생의 경우 216명으로 일반적으로 모델 검증에 필요하다고 제안된 200명

이상이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172명으로 표본추출의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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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7.1 결론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효과를 파악한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성

(性)의 관계성을 대변하는 의사소통 개념을 추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연구되어 온 안전한 성행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직접적·간접적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있어

성적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

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주제가 성(性)과 관련되어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서면을 통한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것에 제

한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익명성과 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문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설문 프로그램은 개인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연동이 가능하

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솔직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짧은 시간 내

에 많은 대상자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현재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를 콘돔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성관련 행위

들(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 · 성경험 및 약

물 사용 경험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알코올

이나 약물 사용 안하기, 성적 파트너의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

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한 실제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변수들 간의 경로를 종합해보면,

1)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안전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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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β=.411,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주관적 규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β=.501, p<.001).

2) 한편 전체 모형에서와는 달리 성별에 따른 모형내 예측 변수들의 경로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유의

하였으나(β=.296, p<.05)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214,

p>.05).

3) 가설적 모형 중 7개의 가설 가운데 총 4개가 지지되었으며,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

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안전한 성

행위를 37.0% 설명하였고, 의사소통,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위통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47.9% 설명하였다.

7.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

기에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조사 대상을 확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처럼 콘돔 사용만이 아닌 포괄적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콘돔과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의 지속적 사용, 파트너와 콘돔 사용 · 성경험 및 약물 사용 경험에 대

해 의사소통하기, 항문성교 피하기, 성관계 전과 성관계 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안

하기, 성적 파트너의 수 제한하기, 성적 파트너 체액과의 접촉 줄이기 등을 모두 포

함)와 관련된 추후의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정의한 안전한 성행위 개념에 이성교제 대상자가 있음에도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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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시켜 폭넓은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

다.

5)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들간의 확실한 인과적 관

계의 성립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종단적 설계에 의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지길 제언한다.

6)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단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규범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7)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성행위와 관련하여 주관적 규범만을 측정하였으나 대학생들

의 경우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동료 규범

(Peer Norm)을 추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8) 본 연구에서 확인된 안전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성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에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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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대상자 참여 동의 설명문

1. 연구 제목 :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

2.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학생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며, 성관련 경험의 기회

가 증가하면서 혼전 성관계,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 전파성 감염, 인터

넷 음란문화로 인한 피해, 데이트 성폭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가장 많이 당

면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성 건강 행위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국내에서

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효과를 파악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를 설명하고 예측

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성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본적 틀

을 제공함으로써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실시 기관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족건강관리학과 김수 교수님의 지도하

에 박사과정에 있는 김예진이 진행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입니다.

4.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중 연

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

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본 연구는 주제가 사적이고 매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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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므로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수집 기회를 제공하므로 대상자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내용 배부는 개인 PC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상의 URL 접

속을 통한 온라인 설문 응답, 스마트폰을 이용한 URL 접속을 통한 모바일 설

문 응답 방법 중 대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문내

용 회수 또한 대상자의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 응답, 모바일 설

문 응답 종료 후 대상자들의 설문 결과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

리될 것입니다.

5. 새로운 정보 제공 여부

   :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는 원하실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나 궁금증이 있으

실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이점)

   : 원하실 경우 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나 궁금증에 대해 전화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으며, 설문조사를 모두 마치신 경우 감사의 뜻으로 쿠폰의 형태로 소

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설문의 내용과 분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7. 연구 대상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의 정보는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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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로운 연구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본 연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 설문 작성 

도중에라도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그만 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

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9. 설문 응답을 위한 URL

   : http://yejean73.cafe24.com

    익스플로러 주소창 오른쪽 바로 옆의 호환성 보기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세요!!                                              

연락처 : 010-****-****                                                  

                                  (********@shu.ac.kr)

                                                  연구자 : 김 예 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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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

<부록 2>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

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

습니다.” 

                                             2013년    월      일 

                             

                 

                연구 참여에 동의함        (     )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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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며, 성관련 경험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혼전 성관계,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 전파성 감염, 인터넷 음란문화로 인한 피해, 

데이트 성폭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가장 많이 당면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들의 성 건강 행위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 여러분이 성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또한 성 행위의 실천에 대하여 조사함으로

써 향후 효과적인 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

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 과정 중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지식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

니다. 설문조사를 모두 마치신 경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드릴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 김 예 진 드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연락처 : 010-****-****

                                         (e-mail: ********@shu. ac.kr) 

<부록 3> 설문지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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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

※ 다음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묘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말들을 나열한 것입니다(안전한 성행위란 임신과 성 전파성 감염/HI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응답요령은 귀하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성관계시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대체

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다 쪽의 “대체로”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나쁘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 매우   좋다 

             

※ 문항에 총 8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8개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내가 성관계시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1) 나쁘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좋다 

(2) 해롭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이롭다 

(3) 어리석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현명하다

(4) 가치 없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가치 있다

(5) 중요하지 않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중요하다

(6) 불필요하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필요하다

(7)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바람직하다 

(8) 불쾌하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유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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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규범 >

※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전한 성행위란 임신과 성 전파성 감염/HI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평소에 주변사람들이 귀하에게 충고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

까?

 

 ① 잘 모르겠다.

 ② 전혀 따르려 하지 않는다.

 ③ 조금 따르려고 한다.

 ④ 대체로 따르려고 한다.

 ⑤ 매우 따르려고 한다.

2.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성관계를 한다면 안전한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⑤ 약간 그렇다.

 ⑥ 대체로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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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행위 통제 >

※ 다음은 각 항목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란을 선택해 주십시오(안전한 

성행위란 임신과 성 전파성 감염/HI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당신은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없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자신 있다

2.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쉽다

3.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니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그렇다

4.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아니다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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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계획이다.

2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다.

3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

다.

< 안전한 성행위 의도 >

※ 다음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안전한 성행위란 임신과 성 전파   

  성 감염/HI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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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험 >

※ 대학 재학 중 성경험(구강성교, 삽입성교, 항문성교)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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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파트너는 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다. 1 2 3 4 5

2 나와 파트너는 이전의 성경험에 대해 대화한다. 1 2 3 4 5

3
나와 파트너는 성관계에 대한 느낌에 관해 대화한

다.
1 2 3 4 5

4 나와 파트너는 피임에 관해 대화한다. 1 2 3 4 5

5
나와 파트너는 미래의 임신 및 출산계획에 대해 대

화한다.
1 2 3 4 5

< 성관련 의사소통 – 성경험자 >

※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 칸에 “Ⅴ”표를 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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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파트너는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 1 2 3 4 5

2 파트너는 나에게 짜증을 내는 편이다.   1 2 3 4 5

3 파트너는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파트너에게 잔소리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5
파트너와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다.
1 2 3 4 5

6 나와 파트너는 학업문제를 함께 상의한다. 1 2 3 4 5

7 나와 파트너는 직업문제를 함께 상의한다. 1 2 3 4 5

8
나와 파트너는 가족이나 친구문제를 함께 상의한

다.
1 2 3 4 5

9 나와 파트너는 이성문제 때문에 말다툼한다.    1 2 3 4 5

10 파트너는 나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와 파트너는 서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한다.
1 2 3 4 5

12 나는 파트너와 대화할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 1 2 3 4 5

13
나와 파트너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나 고쳐야 할 

점을 대화한다.
1 2 3 4 5

14
나와 파트너는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서로에게 말

한다.
1 2 3 4 5

< 일상적 의사소통 – 성경험자 >

※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 칸에 “Ⅴ”표를 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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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대부분

한다

언제나

한다

1 나는 성관계를 할 때, 콘돔 사용을 주장한다. 1 2 3 4

2
나는 상대가 콘돔을 끼울 수 있도록 전희 중에 시간

을 준다.
1 2 3 4

3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과거 성관계에 대해 물어

본다.
1 2 3 4

4
성적 파트너의 정액이나 질 분비액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피한다.
1 2 3 4

5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양성애/동성애 성관계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
1 2 3 4

6 나는 첫 번째 데이트에서 성관계를 한다. 1 2 3 4

7
성적 파트너의 성관계 경험을 모를 경우 성관계를   

피한다.
1 2 3 4

8
나는 생식기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 성관계를  

피한다.
1 2 3 4

9
만약, 만남이 성관계로 이어질 것 같다고 느끼면 콘

돔을 챙긴다.
1 2 3 4

10
나는 성적 파트너의 생식기에 궤양, 상처 또는 찰과

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주장한다.
1 2 3 4

11
성적 파트너가 말하는 안전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의견을 말한다.
1 2 3 4

12
콘돔이나 고무막 같은 안전한 차단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구강성교(오랄 섹스)를 한다.
1 2 3 4

< 안전한 성행위 – 성경험자 >

※ 다음은 성관련 행동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각각의 서술을 읽고 해당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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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대부분

한다

언제나

한다

13
만약 열정의 순간에 빠지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다.
1 2 3 4

14 나는 항문 성교를 한다. 1 2 3 4

15
만약, 만남이 성관계로 이어질 것 같다고 느끼면 안

전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계획이 있다.
1 2 3 4

16
만약, 파트너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나는  

성관계를 거부한다.
1 2 3 4

17 성적 파트너의 혈액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피한다. 1 2 3 4

18
성적 파트너와 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19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1 2 3 4

20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 알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

를 한다.
1 2 3 4

21 나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항문 성교를 한다. 1 2 3 4

22
나는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알코올이 든 음료를    

마신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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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 - 성경험자 >

※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거나 빈칸에는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

2. 나이 :  만(       )세

3. 계열 : 인문사회계열(       )               보건복지계열(       )   

          문화예술계열(       )               과학기술계열(       ) 

4.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 학기 중 거주 형태 : 가족과 거주(    )   하숙/자취(    )   기숙사(    )   기타(     )

6. 이성교제 경험 :  과거에는 있으나 현재는 없음(       )

                    과거에는 없으나 현재는 있음(       )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음(       )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음(       )

7. 첫 성관계 경험 연령 :  만(       )세

8. 본인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본인 또는 파트너가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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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 - 비경험자 >

※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거나 빈칸에는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

2. 나이 :  만(       )세

3. 계열 : 인문사회계열(       )               보건복지계열(       )   

          문화예술계열(       )               과학기술계열(       ) 

4.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 학기 중 거주 형태 : 가족과 거주(     )   하숙/자취(    )   기숙사(    )   기타(     )

6. 이성교제 경험 :  과거에는 있으나 현재는 없음(       )

                   과거에는 없으나 현재는 있음(       )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음(       )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음(       )

 

7.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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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나는 성관계를 할 때, 콘돔 사용을 주장한다. 3.00 .994 8

2
나는 상대가 콘돔을 끼울 수 있도록 전희 중에 시간을    

준다.
3.10 .983 7

3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과거 성관계에 대해 물어본다. 1.61 .764 20

4
성적 파트너의 정액이나 질 분비액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피한다.
2.06 1.079 18

5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양성애/동성애 성관계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
1.23 .573 22

6 나는 첫 번째 데이트에서 성관계를 한다. 3.83 .464 4

7 성적 파트너의 성관계 경험을 모를 경우 성관계를 피한다. 1.87 1.020 19

8 나는 생식기의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 성관계를 피한다. 2.93 1.159 11

9
만약, 만남이 성관계로 이어질 것 같다고 느끼면 콘돔을    

챙긴다.
2.32 1.189 16

10
나는 성적 파트너의 생식기에 궤양,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주장한다.
1.48 .867 21

11
성적 파트너가 말하는 안전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의견을 말한다.
2.95 .998 10

12
콘돔이나 고무막 같은 안전한 차단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구강성교(오랄 섹스)를 한다. 
2.82 .980 12

13
만약 열정의 순간에 빠지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

를 맺는다. 
2.97 .973 9

14 나는 항문 성교를 한다. 3.87 .467 3

15
만약, 만남이 성관계로 이어질 것 같다고 느끼면 안전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계획이 있다.
2.77 .999 13

16
만약, 상대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나는 성관계

를 거부한다.
2.46 1.095 14

<부록 4>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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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17 성적 파트너의 혈액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피한다. 2.31 1.203 17

18 성적 파트너와 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다.   3.24 .942 6

19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에게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2.36 .982 15

20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 알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 
3.89 .459 1

21 나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항문 성교를 한다. 3.88 .425 2

22 나는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알코올이 든 음료를 마신다.  3.30 .65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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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dictive Model for Safer Sexual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Kim, Ye Jea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s and practices

regarding safer sexual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to

clarify the pathway of influence. A safer sexual behavior predictive model of

university students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with added concept of communication.

This research examined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of communication in

explaining safer sexual behavior. As a meaningful finding, it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with a sexual partner in promoting safer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Moreover,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being the first study in Korea to not

merely to emphasize condoms in promoting safer sexual behavior, but to present

practical data on diverse and comprehensive sex-related activities, including

continuous use of condoms and contraceptives, communication with

partners(regarding past experience with condoms, sex, and drugs), avoidance of

anal sex, abstaining from alcohol and drugs before and during sex, limi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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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exual partners, and reducing contact with bodily fluids of sexual

partners.

Considering the extremely private and sensitive topic of this research,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through online and mobile media from April 1 to 14,

2013. Data from a total of 992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With respect to the confirmation of the research hypotheses, the pathway

between variables can be stated as follows.

1)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predicting safer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was confirmed to be the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predicting safer sexual

behavior was found to be subjective norms.

2)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to the overall model,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pathway of predictive variables within the model. For Female

students,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as a direct variable for explaining safer

sexual behavior, but it was not significant for male students.

3) Out of 7 hypotheses in the hypothetical model, a total of 4 were supported.

With respect to attitudes toward safer sexual behavior,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communication, and the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had

explanatory power in predicting safer sexual behavior among 37.0%, whil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communication had explanatory

power for the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among 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