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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선행연구 중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 및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을 주제어로 연구한 선행논문을 대상으로 발표 년도, 연구 유형,

특성,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측정변수 및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성지식, 성태도, 성행

동, 이성교제 및 성경험 등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성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를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대학생,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erformed to analyze the prior studies done in relation to performance to 
identify significant results with the concept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on a prior paper that studied gender and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as the main topics. Year of presentation, type of research, characteristic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 behavior measurement variables and effects were analyz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6.0 statistical program. Result of this study, variables with significant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sex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date, and sexual experienc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ing education and 
program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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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이 되면서 사회는 대학생을 성인으로 대하게

된다. 즉, 청소년 때와 달리,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생

활과 개인적 자유 및 재량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자유

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지게 된다[1]. 또

한, 이 시기는 대학생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

화와 더불어 자유와 책임의 발달과업을 이루려 노력하

는 한편,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며 이성교제의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2]. 실제로, 한국 대학생의 이성교제 경

험은 75.9%이고[4], 성경험은 27.8%[4]～54.7%[5],

56.5%[6]로 보고되고 있어 이성과의 빈번한 접촉은 다

른 연령층에 비해 생식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3]. 또한, 대학생의 성행위는 충동적이며 무계획적인

경향이 강하므로[7] 대학생의 성 충동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대학생 시기의 성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건전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성 가

치가 올바로 확립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 임신중

절, 성병, 인터넷 음란물 등으로 생식건강은 물론, 이후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의 생식건강관리

가 필요하다. 성 지식의 발달은 안전한 성행위에 중요

하므로[8-10] 대학생의 생식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식

기와 성 건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성 행위에 대한 올바

른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생

들이 성지식을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신뢰롭지

못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11] 음란물 접촉실

태 또한, 87.3%로 높고[12], 점차적으로 개방적인 성행

동과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음란

물에의 노출과 성행동에의 허용성 증가는 대학생의 성

적 충동을 강하게 자극하여[14] 성적 질병에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부실한 성지식은 안전하지 못

한 성행위와 관련된 성적 피해를 유발하므로[15] 올바

른 성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성적 조절 능력을 갖

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은 초, 중,고

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었으나, 대학교 때

성교육 경험은 20.3%로 저조한 편이라[16] 이들을 위한

생식건강증진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지식

만으로 올바른 성행위를 하게 하는데는 부족하므로 성

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성

태도 또한, 중요하다.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상관

성이 있고[5]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17] 성

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18] 성과

관련된 잘못된 가치는 생식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올바른 성지식과 성 태도

는 왜곡된 성인식을 완화하고 안전한 성행위와[19] 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

도 및 성행동에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사연구

[6,7,12,16,17]와 상관관계 연구[5,19], 영향력 연구[4,18]

가 대부분 수행되었고,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

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연구는 중・고・대학생을 중심

으로 김현경[20] 등이 연구한 이래로 분석한 연구가 없

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

도 및 성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함으로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생의 건강한 성발달

을 위한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선행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은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중재나

정책적 제안 시 통합적인 연구자료로 의미가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한 성 관련 선행논문의 특

성을 확인하고 측정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고찰연구

이다.

2. 자료 수집

1) 논문 수집방법

성 관련 선행 논문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

분 간호학과와 보건학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어 대표적

인 학술정보 DB인 한국학술정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http://www.riss4u.net)에 주제어를 ‘대학생’, ‘성’,

‘성 교육’, ‘성 지식’, ‘성 태도’를 text term으로 검색하

였다. 검색된 논문은 학위논문 16건, 학회지 46건으로
총 62건이 분류되었다. 이 중 학위논문과 중복된 학회

지 논문 3건을 제외한 59건으로 성 관련된 변수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중 성지식, 성태도 및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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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동과 관련된 주제어로 선행연구를 한 논문 중 변수

간의 차이와 상관관계의 효과와 관련없는 선행연구 39

건을 제외한 20편을 최종 분석하였다(Fig. 1).

2) 자료수집 절차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구자 2인이 키

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3인이 검토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기준을 정하고 간략화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고찰한 Cha [21]가 사용했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하였다.

3) 대상 논문의 분석 기준

논문의 발표 연도와 논문 유형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논문의 특성과 측정 변수 및 효과가 있는

논문 20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다.

Search

Number of
literature
identified by
database
search (n=62)

←

Number of
excluded

literature due to
duplication

(n=3)

↓

Screening

Selection of
literature

(n=59)

←

Number of
excluded

literature due to

irrelevantness

(n=39)

↓

Selection
Final selected
number of
studies (n=20)

그림1. 문헌 선별과정

Fig.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1) 발표 연도와 논문 유형

논문의 발표 연도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발표

유형은 석,박사학위 및 학술지로 구분하였다.

(2) 연구 특성
논문의 연구 설계와 년도별 사용 변수를 구분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해 연구한 논문의 논문

유형, 대상자 수, 연구 기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측정 변수 및 효과 유무 분류

성 관련 논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변수를 사
용한 논문 중 각 변수별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나

타낸 하위 변수를 분석하였다. 효과는 각 연구에서 제

시한 p값으로 분석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

서를 제출하여 심의 면제 승인을 받은(IRB:

1040191-202004-HR-004-01)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기간 동안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유형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를 연도별로 유형 분석

한 결과, 대학생의 성 관련 연구는 1985년부터 시작하

여 2019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학회지에 게

재된 논문이(72.9%)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석사학위 논

문이(25.4%) 많았다. 연도별로 볼 때, 2011～2020년에
게재된 논문이 44.1%, 2001～2010년에 게재된 논문이

37.3%, 1985～2000년에 게재된 논문은 18.6% 순으로 나

타났다. (Table 1)

2.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특성

표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연구의 연도별 유형
Table 1. Annual Types of Domestic Studies on Sex in
University Students (N=59)

Type
Years

Master’s
thesis

Disserta
-tion

Academic
Journal

Total

n(%) n(%) n(%) n(%)

1985
～2000
2001
～2010
2011
～2020

1(6.6)

10(66.7)

4(26.7)

-

1(100.0)

-

10(23.3)

11(25.6)

22(51.1)

11(18.6)

22(37.3)

26(44.1)

Total 15(100.0) 1(100.0) 43(100.0) 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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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연구설계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연구설계를

분석하였다. 년도별 논문 유형을 보면, 1985～2000년대

에는 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고, 2001～2010년대에는

비교연구, 효과연구, 조사연구, 상관관계 연구, 중재연

구, 개념 분석 순으로 논문이 진행되었다. 2011～2020년

대에는 조사연구, 효과연구, 상관관계 연구, 비교연구,

중재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조사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효과연구, 상관관계 연구,

비교연구, 중재연구, 개념 분석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다. (Table 2-1)

2)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사용 변수

대학생의 성 관련 연구변수를 중복 첵크하여 분석한

결과, 1985～2000년대 성 관련 연구변수는 성지식, 성교

육,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 성경험 순이었으며, 2001～

2010년대에는 성지식, 성행동, 성태도, 성교육, 성경험,

성의식과 성교육 프로그램, 성적 자율성 순이었다. 201

1～2020년대에는 성태도, 성지식, 성행동, 성의식과 성

경험, 성적 자율성, 자아존중감과 성허용도 및 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과 외모 만족도 및 피임지식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 관련 변수 중 가장 많이 사

용한 변수는 성지식(25.5%), 성태도(23.1%), 성행동

(15.7%), 성교육(11.9%), 성의식(7.5%)과 성경험(6.7%)

개념이 가장 많았으며, 성적 자율성(3.0%), 성교육 프로

그램(2.2%), 자아존중감(1.5%)과 성 허용도(1.5%), 외모

만족도(0.7%)와 피임 지식(0.7%) 순으로 연구에 사용되

었다. (Table 2-2)

3.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측정변수의 일

반적 특성

선행논문 29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연

구한 논문 중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 변수와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제시한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분석

하였다. 논문 유형은 석사논문 7편, 학술지 논문 13편이

었고, 연구 대상자 수는 300명 이하(55.0%)가 가장 많

았으며 평균 598.2명이었다. 연구기간은 11일～30일 사

이가 11편(55.0%)로 가장 많았고 평균 42.4일이었다.

표 2-2.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사용 변수
Table 2-2. Annual Analysis of Variables Used in Domestic
Studies on Sex in University Students (N=59)

Year
Variables

1985
～2000

2001
～2010

2011
～2020

Total

n(%) n(%) n(%) n(%)
Sexual knowledge
Sex education
Sexual attitude
Sexual action
Sexual consciousness
Sexual experience
Sexual autonomy
Sex education program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Contraceptive knowledge
Sex tolerance

6(27.3)
6(27.3)
4(18.2)
1(4.5)
4(18.2)
1(4.5)
-
-
-
-
-
-

15(25.4)
8(13.6)
13(22.0)
14(23.7)
2(3.4)
4(6.8)
1(1.7)
2(3.4)
-
-
-
-

13(24.5)
2(3.8)
14(26.4)
6(11.3)
4(7.5)
4(7.5)
3(5.7)
1(1.9)
2(3.8)
1(1.9)
1(1.9)
2(3.8)

34(25.5)
16(11.9)
31(23.1)
21(15.7)
10(7.5)
9(6.7)
4(3.0)
3(2.2)
2(1.5)
1(0.7)
1(0.7)
2(1.5)

Total 22(100.0) 59(100.0) 53(100.0) 134(100.0)

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측정변수 및 효과

대학생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논문 1편당 평균

2～8개의 변수를 적용하여 평균 3.6개의 변수를 사용하

표 2-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연구설계
Table 2-1. Annual Research Design of Domestic Studies on
Sex in University Students (N=59)

Designn

Year

Research
study

Comp-
arative
study

Relation
study

Concpt
analysis

Intervention
study

Ef fec t
study

Total

n(%) n(%) n(%) n(%) n(%) n(%) n(%)

1985～
2000
2001～
2010
2011～
2020

11(44.)

5(20.0)

9(36.0)

-

6(75.0)

2(25.0)

-

4(44.4)

5(55.6)

-

1(100.0)

-

-

2(66.7)

1(33.3)

-

6(46.2)

7(53.8)

11(18.6)

24(40.7)

24(40.7)

Total
25
(100.0)

8
(100.0)

9
(100.0)

1
(100.0)

3
(100.0)

13
(100.0)

59
(100.0)

표 3.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procedence Studies (N=20)
Characte
-ristics

Variables N(%) Mean Range

Type
Dissertation of
degree
Academic Journal

7(35.0)

13(65.0)

Number
of
subjects

≤300
301-500
≥501

11(55.0)
5(25.0)
4(20.0)

598.2
50

～6,000

Periods
(day)

≤10
11-30
≥31

2(10.0)
11(55.0)
7(35.0)

42.4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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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 및 영향이

있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성지식에 가장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변수는 성경험과 성별이 각 18.9%, 이성교제

경험과 주거가 각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경험 20.7%, 성별

과 연령, 성교육이 각 12.5%, 음란물 노출, 학년이 각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이성교제 경험 18.3%, 성별 13.6%, 성지

식, 성태도, 성경험, 음란물 노출, 학년, 성교육, 부모의

태도가 각 9.1%이었다. (Table 4-1)

표 4-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차이 효과
Table 4-1. Effects and significant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N=20)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n(%) n(%) 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Sexual experience
Date experience
exposure of obscene
materials
Gender
Residence
Grade
Religion
Age
Sex education
Major
Smoking
Drinking
Internet
Parental attitude

-
-
-

3(18.9)
2(12.5)
1(6.2)

3(18.9)
2(12.5)
1(6.2)
1(6.2)
1(6.2)
1(6.2)
1(6.2)
-
-
-
-

-
-
-

5(20.7)
1(4.2)
2(8.3)

3(12.5)
1(4.2)
2(8.3)
1(4.2)
3(12.5)
3(12.5)
1(4.2)
1(4.2)
1(4.2)
-
-

2(9.1)
2(9.1)
-
2(9.1)
4(18.3)
2(9.1)

3(13.6)
-
2(9.1)
-
-
2(9.1)
-
-
-
1(4.5)
2(9.1)

Total 16(100.0) 24(100.0) 22(100.0)

대학생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

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논문의 상관관계는 논문 1

편당 평균 1～3개의 변수를 적용하여 평균 1.7개의 변

수를 사용한 것을 나타났다. 성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변수는 성태도 60.0%, 성행동 20.0%, 성경험

10.0%, 성교육 요구도와 외모만족도가 각 5%씩 순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

수는 성행동 44.4%, 성경험 22.3%, 성교육요구도와 외

모만족도, 성의식이 각 11.1%씩 순으로 나타났다. 성행

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지식 42.9%,

성태도 28.5%, 외모 만족도와 인터넷이 각 14.3% 순으

로 나타났다. (Table 4-2)

표 4-2.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상관관계 효과
Table 4-2. Effects of relation to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N=20)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n(%) n(%) 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Sex experience
Sex education requirement
Appearance satisfaction
Sexual consciousness
Internet

-
12(60.0)
4(20.0)
2(10.0)
1(5.0)

1(5.0)
-
-

-
-

4(44.4)
2(22.3)
1(11.1)

1(11.1)
1(11.1)
-

3(42.9)
2(28.5)
-
-
-

1(14.3)
-

1(14.3)
Total 20(100.0) 9(100.0) 7(100.0)

Ⅳ. 논의

대학생의 성 및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연구

한 국내 연구를 1985～2020년까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대학생의 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 유형을

보면, 1985～2000년대에는 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고,

2001～2010년대 시기는 영향력 있는 변수 및 상관관계

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11～2020년대

에도 조사연구, 효과 연구, 상관관계 연구 등으로 2000

년대 이후와 크게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2000년대 이전은 연

구의 시행 초기이므로 대학생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자료 확보를 위해 대학생의 특성

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1년대 이후는 어느 정도 대학생의 성에 대한

연구자료가 쌓여가면서 연구 대상자를 비교하고 성에

영향력 있는 변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쪽으로

연구 경향이 변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 관련 변수 중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한 변수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 성의식과 성경험 등의

개념이 가장 많았다. 이는 김현경[20] 등의 연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성지식과 성태도 개념 연구가

많았다고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측정변수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지식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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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이성교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이 성지식과 관련한 주요 변수라는 선행연구[13]를

지지하였다.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인관계 및 이

성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성지식

을 성행동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 보다 성지식이 낮

고[22],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

하므로[23] 건전한 이성교제 및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성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7] 남학생들에게 더 특

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성지식 교육을 위한 노력

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태도는 성경험,

성별과 연령, 성교육이 가장 유의한 차이가 많았다. 대

학생의 성행위에 대한 견해로 표현되는 성태도는 개방

적일수록 성경험을 더 많이 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

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6,24]. 이는

우리 사회의 성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영향으로[24] 생각된다. 또한,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5] 성교육이 성태도

와 유의한[2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발

달에 관한 지식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은 대학생의 성변

화에 따른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성행동이 유발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5]. 즉, 성교

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에 대한 태도를 바

르고 도덕적으로 형성되게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

[26]. 따라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하기 위

해 성과 연령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

속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성행동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이성교제 경험, 성별, 성지식, 성태도, 성

경험, 음란물 노출 등이었다.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가

넓어져 이성간의 친밀감을 느끼고 남・녀간의 차이를

확인하며 심리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성교제와 음란물에의 노출과 성경험 등 성적활동이 활

발한 반면[2], 혼전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 갈등

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경험

등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이 점차 증가하면서[13] 데이

트 폭력, 강간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한다[3]. 따라서,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17] 성지식과 성태도

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18],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교육함으로 바람직한 성가치와 성태도를 형

성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숙된 성행동을 하도록

음란물 노출과 이성교제 및 성경험에 따른 성행동과 관

련된 자신의 의지를 조절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

도록 성과 관련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 태도를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성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태

도, 성행동, 성경험, 성교육 요구도와 외모만족도 순이

었고, 성태도는 성행동, 성경험, 성교육요구도와 외모만

족도, 성의식 순이었다. 성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지식, 성태도, 외모 만족도와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

되며[17],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8]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성태도는 성경험

및 성대처 행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대처 행동의

예측변수는 성태도와 교제경험, 성경험 등이라는[4] 연

구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은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대

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대부분의 성지식을

습득하는[12] 대학생이 외모 만족도가 높으면 이성교제

및 성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27], 이는 성

과 관련된 성 지식의 확장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성지식의 습득 시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

도에 따른 성지식 영역을 고려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영역별에 따른 요구별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

행동의 관계는 연계성과 영향력을 가지며, 성의식과 외

모 만족도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대인관계적, 발달적 환경 속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관계 허용성이 높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의식 및 성태도가 개방적일수

록 성행동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의 대처가 필요

하다. 따라서,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므

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로운 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신뢰롭지 못한

경로를 통해 성지식을 주로 습득하는 대학생들에게 신

뢰로운 정규적인 커리큘럼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삽입

하여 정확하고 긍정적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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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대학생들의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대한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성지식에 가장 유의

한 차이 및 영향 변수는 성경험, 성별, 이성교제 등이었

고, 성태도는 성경험과 연령, 성교육 등이었으며, 성행동

은 이성교제, 성별 등이었다. 상관관계는 성지식과 성태

도, 성행동, 성경험 등이며, 성태도는 성행동, 성경험 등

이고, 성행동은성지식, 성태도등이가장유의한변수이

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행동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나타낸변수는이성교제경험, 성별, 성지식, 성태

도, 성경험, 음란물 노출 등이었다.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와음란물에의노출및성경험등개방적인경향이증가

하고 있으며,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 성지식

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

고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성숙된 이성교제

방법, 부정적인 성행동의 위험성과 성행동 통제력을 발

휘할수있는방법, 성폭력예방등이포함된대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

어, 중・고등학교때성교육에비해, 대학교에서의성교육
은 정규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학생 스스로 미디어나

친구 등을 통해 습득하므로 대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지속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성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연령이증가할수록개방적인점을고려하여여학생과저

연령학생과는차별적인프로그램을적용할것을제안한

다. 본 연구는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국한한선행연구

를 중점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있다. 따라서, 대학생의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의 변화와 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야 하고, 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별 메타분석 연구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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