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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온, ,

전하게 해낼 수 없는 미성숙한 시기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

적 심리적 변화와 차 성징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2

관심을 증가시키고 성충동이 높아져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욕

구를 다스리는데 곤란을 겪게 한다박성정 특히 성적( , 1996).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과 대입시의 압박이 공존하

는 사회교육적 환경속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성욕

구와 학교생활과의 관계속에서 많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를 보면 남자 청소년은, 16.2%,

여자 청소년은 가 성경험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7.5% ,

우 남학생은 여학생은 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17.7%, 10.2% .(

한가족협회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1997). 57.4%,

로 대부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지법82.1% ( ,

또한 여고생의 는 낙태 경험이 있고 남고생의2003). 5.6% ,

는 상대를 낙태케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굿데0.3% (

이뉴스 뿐만 아니라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성허, 2002.9.16). ,

용에서도 청소년의 가 사랑한다면 성관계가 가능하다45.7% ‘ ’

고 답하였고 에서는 사랑 없이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4.2% ‘ ’

하였다서울지법 이는 혼전성관계와 임신 낙태 미혼( , 2003). , ,

모 장애아 출산 부모없는 아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 발생을, ,

예고한다.

뿐만 아니라 신기하며 강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이들의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시기에 가장 높다가 연령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극추구성향이 높.

은 경우 다양한 위험행동 및 비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청

소년기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 ,

등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학교생.

활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칙 질서,

등에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며 자기 자신도 이에 만

족하는 것이강선 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경우( , 1999)

학업성적이 우수하며이상필 지적활동에 흥미와 관심( , 1991),

을 가지며안영복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 1984),

이춘실 반면 부적응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 1982).

안영림 대인관계가 폐쇄적이고문선모 자아를( , 1992), ( , 1976),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실 따라서( , 1982).

얼마나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 사회생

활을 예측하는 지표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요인관련 이론수준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나 자극추구성향 학교생활적응과 성허용성과의, ,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허용성을 확인하고, ,

심리적 특성인 자극추구성향과 환경적 요소인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성허용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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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성향 성허용성 정도를, ,∙

알아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성향 성허용, ,∙

성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성향 성허용성과의 관계, ,∙

를 파악한다.

용어정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안영복 본 연구에서는 이강선 이 제작한( , 1984). (1999)

학교생활 적응 정도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와의 관계 친,

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의 가지, , , 5

하부영역을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5 .

자극추구성향•

은 자극추구는 진기하고 복잡한 자극이나Zuckerman(1979) ‘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며 자극추구성향은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사회적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라고 정,

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박윤창 이미경 윤진 이 번안한. , , (1995)

의 자극추구척도를 이용Zuckerman, Eysenck & Eysenck(1979)

하여 위험한 활동욕구 내적경험추구 욕구 사회적 일탈추구, , , ,

침착성 상실의 가지 하부영역을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4 6

의미한다.

성허용성•

성허용성은 성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Kelly, 1978),

본 연구에서는 Sprecher, Mckinney, Walsh & Anderson(1988)

등이 재구성한 의 혼전 성허용성 도구를 박희성Reiss(1967)

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입맞(1995) , ,

춤 가벼운 애무 진 한 애무 성관계 등 성적인 접촉의 허용, , ,

정도를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4 .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생활 적

응과 자극추구성향 그리고 성허용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관련이론 수준의 서술적 상관관계성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 ,

에 소재하는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

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자이다 연구대상자수는 총 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내. 1000

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명을 제외한 명의 자38 962

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학교생활적응•

이강선 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평가하기(1999)

위해 개발한 도구로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습활동 규칙, , ,

준수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의 가지 하부영역으로 구분된다, 5 .

각각의 변인은 문항씩 총 문항이며 매우 그렇다 점에서3 15 , (5 )

전혀 그렇지 않다 점까지의 식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 Likert 5 .

점수범위는 최소값 에서 최대값 점이다 이는 점수가 높15 75 .

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강선. (1999)

의 연구에서 계수는 이었다 본 연구에서Cronbach's alpha .81 .

는 이강선 의 도구를 예비조사를 거친 후 사용하였으며(1999) ,

도구의 계수는 이었다Cronbach's alpha .827 .

자극추구•

가 제작한 자극추구척도 판 문항Zuckerman et al.(1979) 5 40

을 박윤창 등 이 번안한 도구로 이는 가지 영역 즉 위(1995) , 4

험한 활동욕구 내적경험추구 욕구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 ,

상실로 각 영역은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10 40 .

구는 매우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까지의(6 ) (1 )

식 점척도로 점수범위는 최소값 에서 최대값 점Likert 6 , 40 240

이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하부요인의 성향을 잘 나타내주.

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극에 대한 각 하부요인 별 추구성향이

강한 성격임을 반영한다 박윤창 등 의 연구에서 자극추. (1995)

구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윤창 등.75 .

이 번안한 도구를 예비조사를 거친 후 사용하였으며 도(1995)

구의 계수는 이었다Cronbach's alpha .881 .

성허용성•

이 재구성한 의 혼전 성허용Sprecher et al.(1988) Reiss(1967)

성 도구를 박희성 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관계의 발전(1995) , ,

단계에 따라 입맞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 등 성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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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촉의 허용정도에 관한 내용이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16

다 본 도구는 식 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최소값 에. Likert 4 , 16

서 최대값 점 이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음64 .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희성 의 연구에서는. (1995)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희성 이 수정한 도구를 예비조. (1995)

사를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

계수는 이었다Cronbach's alpha .947 .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 이었2002 5 7

으며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및 담,

임교사의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지도하에 자기보고

법으로 작성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SPSS win 10.0 ,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성향 성허용성 정도는, ,∙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 변인간의 차이는 t-test,∙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를 사ANOVA , Bonferroni method

용하여 사후분석 하였다.

관련 변인간의 관계는 로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성 검정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학< 1> .

생이 여학생이 이었으며 학년은 학년이48.2%, 51.1% , 2

로 가장 많았고 학년 학년 의 순이었다41.6% 3 37.4%, 1 20.7% .

학교 계열은 인문계가 실업계가 로 비슷한 분포51.8%, 47.6%

를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37.9%

하였으나 종교가 없는 경우도 나 되었다 성적은 중위권32.1% .

이 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하위권은 상위권은54.3% 23.1%,

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경제상태는 보통이 로21.9% . 70.8%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 잘사는 편 매우 어려운, 18.5%, 5.6%,

편 의 순이었다 부모동거는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4.3% .

경우가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성친구는 가85.1% . 24.8%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이었다14.4%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962)
구분 N %

성별
남 464 48.2

여 492 51.1

학년
고1 199 20.7

고2 400 41.6

고3 357 37.4

계열
인문계 498 51.8

기 타 458 47.6

종교

기독교 365 37.9

불교 182 18.9

천주교 78 8.1

기타 22 2.3

없음 309 32.1

성적
상위권 211 21.9

중위권 522 54.3

하위권 222 23.1

이성친구
없다 716 74.4

있다 239 24.8

성경험
없다 815 84.7

있다 137 14.2

경제상태

잘사는편 54 5.6

보통 681 70.8

어려운편 178 18.5

매우 어려움 41 4.3

부모동거
친부모님 819 85.1

기타 137 14.2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 및 성허용성 정도,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 성허용성 정도는 표, , < 2>

와 같다.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최소 점에서 최3

대 점의 범위를 갖는다 이들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는 친구15 .

관계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규칙준9.86 .

수가 점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가 점 교사와의 관계9.16 , 8.95 ,

가 점 학습활동이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8.73 , 7.78 .

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최소 점에서 최대 점의 범15 75

위에서 평균 점이었다 자극추구 정도는 영역별로 최소44.49 .

점에서 최대 점의 범위에서 위험한 활동추구가 점으10 60 38.3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일탈추구. 31.92

점 내적경험추구 점 침착성 상실 점의 순이었다, 31.22 , 28.59 .

따라서 대상자의 자극추구 정도는 최소 점에서 최대 점40 240

의 범위에서 평균 점이었다 성허용성 정도는 영역별로130.10 .

최소 점에서 점의 범위에서 입맞춤이 점으로 가장 높4 16 12.62

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벼운 애무 점 진한 애무 점. 9.78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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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성허용성8.00 .

정도는 최소 점에서 최대 점의 범위에서 평균 점이16 64 38.99

었다.

표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 성관계허용성정도< 2> , , (N=962)
구분 최소값 최대값 M(SD)

학교생활적응 15 75 44.49( 8.70)

교사와 관계 3 15 8.73( 2.64)

친구관계 3 15 9.86( 2.27)

학습활동 3 15 7.78( 2.43)

규칙준수 3 15 9.16( 2.69)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 3 15 8.95( 2.77)

자극추구 40 240 130.10(27.65)

위험한 활동욕구 10 60 38.32(12.50)

내적경험추구욕구 10 60 31.22( 7.95)

사회적 일탈추구 10 60 31.92(10.52)

침착성 상실 10 60 28.59( 7.88)

성허용성 16 64 38.99(12.41)

입맞춤 4 16 12.62( 2.54)

가벼운 애무 4 16 9.78( 3.62)

진한 애무 4 16 8.57( 3.84)

성관계 4 16 8.00( 3.9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 ,
성허용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표< 3>

과 같이 성별 학년 계열 종교 성적 경제상태 성경험에서, , , , , ,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고 학년에서는 고 가 다른(t=-6.87, p=.000), 2

학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F=10.35,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기타보다 학교생활적응 정p=.000).

도가 높았고 종교에서는 기타 종교에서 학교(t=3.31, p=.001),

생활적응 정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교 무교와 차이를 보였

다 성적에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순(F=5.642, p=.000). , ,

으로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53.21, p=.000).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

게 나타났고 성경험이 없다가 있다보다 학(F=12.43, p=.000),

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t=2.28, p=.0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극추구 정도는 표 와< 4>

같다 자극추구 정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위험한 활동 추구. ,

는 학년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내적경, , ,

험 추구는 성별 성적 경제상태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 , , ,

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일탈추구는 성별 계열 종교 성적. , , , ,

부모동거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침착성 상실은 성별과 성경, , ,

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

해 내적경험 추구 정도 는 높은 반면 사회적(t=-2.273, p=.023) ,

일탈추구 정도 와 침착성 상실(t=8.300, p=.000) (t=4.001, p=

정도는 낮았다 학년에서는 고 이 고 에 비해 위험한.000) . 3 2

활동 추구 정도가 높았고 계열에서는 기타(F=4.983, p=.007),

가 인문계보다 사회적 일탈추구 정도가 높았다(t=-2.404,

종교에서는 천주교가 불교와 기타 종교에 비해 사회p=.016).

적 일탈추구 정도가 낮았고 성적에서는 상(F=4.401, p=.002),

위권이 중하위권에 비해 내적경험 추구 정도가 높았고

사회적 일탈추구 정도는 하위권이 유의하(F=3.197, p=.041),

게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잘사는편이(F=8.145, p=.000).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내적경험 추구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사회적 일탈(F=2.930, p=.033),

추구 정도가 낮았다 이성친구에서는 이성친(F=-2.479, p=.013).

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위험한 활동 추구 정도

내적경험 추구 정도 사회(t=-2.778, p=.006), (t=-2.974, p=.003),

적 일탈추구 정도 가 높게 나타났고 성경험(t=-5.936, p=.000) ,

이 있는 경우 자극추구정도가 개 하부영역에서 모두 높게4

나타났다(t=-4.589 p=.000, t=-4.155 p=.000, t=-11.163 p=.000,

t=-4.216 p=.0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 정도는 표 과 같< 5>

다 성허용성 정도는 성별 학년 계열 종교 성적 부모동거. , , , , , ,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 .

자가 여자보다 성허용성 정도가 높았고 학(t=15.297, p=.000),

년에서는 고 가 성허용성 정도가 가장 높았고 고 과 유의한2 3

차이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기타(F=5.952, p=.003).

계열보다 성허용성 정도가 낮았고 종교에서(t=-6.330, p=.000),

는 불교가 성허용성 정도가 가장 높았고 기독교 천주교와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에서는 하위권이(F=9.357, p=.000).

성허용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위권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친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성허(F=5.126, p=.006).

용성 정도가 더 낮았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t=-2.943, p=.003),

우와 성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성허용성 정도가 더 높았다

(t=-5.991 p=.000, t=-12.622 p=.000).

자극추구 학교생활적응 성허용성의 관계, ,
대상자의 자극추구 학교생활적응 성허용성과의 관계는, ,

표 과 같다 성허용성과 자극추구는 정적상관으로 자극추< 6> .

구성향이 강할수록 성허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의 자극추구 하부영역에서도 위험한 활동추구4 (r=.129,

내적경험추구 사회적 일탈추구p=.000), (r=.189, p=.000),

침착성 상실 모두 성허용성(r=.599, p=.000), (r=.228, p=.000)

과 정적상관이었다 그러나 성허용성은 학교생활적응과는 부. ,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와(r=-.128, p=.000).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극추구 하부요인에서 위험한 활동추구(r=.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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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 3> (N=962)
구분

학교생활적응정도
값F or t 값p Bonferroni

M S.E.

성별
남 42.53 .42 -6.87 .000**

여 46.31 .36

학년
고1① 45.34 .68 10.35 .000** <② ①③

고2② 42.99 .41

고3③ 45.67 .45

계열
인문계 45.37 .38 3.31 .001**

기타 43.51 .42

종교

기독교① 45.60 .43 5.642 .000**

불교② 44.34 .67 , <②⑤ ④

천주교③ 45.41 1.00

기타④ 47.90 2.07

없음⑤ 42.77 .50

성적
상위권① 47.88 .57 53.21 .000** > >① ② ③

중위권② 45.05 .35

하위권③ 39.90 .61

경제상태

잘사는편① 46.63 1.20 12.43 .000** >①② ③④

보통② 45.14 .32

어려운편③ 42.53 .61

매우 어려움④ 38.46 1.79

부모동거
친부모님 44.67 .30 1.62 .105

기타 43.37 .86

이성친구
없다 44.62 .33 .85 .396

있다 44.07 .57

성경험
없다 44.77 .30 2.28 .023*

있다 42.94 .83

* p<.05, ** p<.01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극추구정도< 4> (N=962)
구분

위험한 활동 내적경험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

M
(S.E.)

F or t (p)
Bonferroni

M
(S.E.)

F or t (p)
Bonferroni

M
(S.E.)

F or t (p)
Bonferroni

M
(S.E.)

F or t (p)
Bonferroni

성별
남

38.67

(.61)

.819

(.413)

30.64

(.37)

-2.273

(.023*)

34.74

(.52)

8.300

(.000**)

29.62

(.39)

4.001

(.000**)

여
38.01

(.54)

31.81

(.35)

29.24

(.42)

27.59

(.33)

학년

고1①
38.38

(.86)

4.983

(.007**)

30.50

(.53)

1.642

(.194)

31.45

(.76)

.377

(.686)

29.23

(.54)

.859

(.424)

고2②
36.97

(.63)
<② ③

31.15

(.39)

32.22

(.52)

28.39

(.40)

고3③
39.83

(.65)

31.76

(.44)

31.82

(.55)

28.42

(.42)

계열
인문계

39.05

(.55)

1.841

(.066)

31.56

(.34)

1.286

(.199)

31.12

(.45)

-2.404

(.016*)

28.61

(.35)

.133

(.894)

기타
37.56

(.60)

30.90

(.39)

32.76

(.52)

28.55

(.38)

종교

기독교① 38.60

(.64)

1.341

(.253)

31.55

(.41)

.593

(.668)

30.72

(.57)

4.401

(.002**)

28.69

(.42)

.834

(.504)

불교② 39.39

(.94)

30.88

(.60)

33.67

(.81)
<③ ②④

29.11

(.62)

천주교③ 35.72

(1.49)

30.21

(.92)

29.36

(1.17)

27.93

(.91)

기타④ 39.59

(2.46)

30.91

(1.86)

34.27

(2.27)

30.36

(1.47)

없음⑤ 37.97

(.72)

31.37

(.45)

32.76

(.54)

28.1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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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극추구정도 계속< 4> ( ) (N=962)
구분

위험한 활동 내적경험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

M

(S.E.)

F or t (p)

Bonferroni

M

(S.E.)

F or t (p)

Bonferroni

M

(S.E.)

F or t (p)

Bonferroni

M

(S.E.)

F or t (p)

Bonferroni

성적

상위권①
40.07

(.87)

2.724

(.066)

32.42

(.55)

3.197

(.041*)

31.80

(.73)

8.145

(.000**)

28.80

(.53)

.323

(.724)

중위권②
37.72

(.53)

31.00

(.34)
>① ②③

30.93

(.45)
<①② ③

28.39

(.34)

하위권③
38.08

(.88)

30.65

(.56)

34.32

(.73)

28.81

(.55)

경제상태

잘사는편①
41.35

(1.61)

1.725

(.160)

34.19

(.99)

2.930

(.033*)

35.30

(1.33)

2.129

(.095)

30.13

(.94)

.959

(.412)

보통②
38.02

(.47)

30.93

(.30)
>① ②③④

31.56

(.40)

28.41

(.30)

어려운편③
38.95

(.94)

31.40

(.54)

32.01

(.81)

28.39

(.59)

매우어려움④
36.22

(2.39)

30.85

(1.54)

31.78

(1.82)

29.29

(1.44)

부모동거
친부모님

38.25

(.43)

-.520

(.603)

31.14

(.28)

-.955

(.340)

31.57

(.37)

-2.479

(.013*)

28.45

(.27)

-1.201

(.230)

기타
38.85

(1.11)

31.84

(.70)

33.97

(.89)

29.33

(.72)

이성친구
없다

37.67

(.47)

-2.778

(.006**)

30.79

(.29)

-2.974

(.003**)

30.75

(.39)

-5.936

(.000**)

28.49

(.29)

-.529

(.597)

있다
40.26

(.77)

32.54

(.53)

35.34

(.66)

28.81

(.53)

성경험
없다

37.54

(.44)

-4.589

(.000**)

30.77

(.28)

-4.155

(.000**)

30.40

(.35)

-11.163

(.000**)

28.13

(.27)

-4.216

(.000**)

있다
42.79

(1.02)

33.79

(.64)

40.61

(.84)

31.18

(.75)

* p<.05, ** p<.01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 정도< 5> (N=962)
구분

성허용성
값F or t 값p Bonferroni

M S.E.

성별
남 44.68 .56 15.297 .000**

여 33.61 .46

학년
고1① 38.74 .87 5.952 .003** >② ③

고2② 40.52 .60

고3③ 37.43 .68

계열
인문계 36.60 .52 -6.330 .000**

기타 41.61 .60

종교

기독교① 36.26 .62

불교② 41.82 .97 , < ,①③ ②⑤

천주교③ 37.31 1.28 9.357 .000**

기타④ 39.95 3.29

없음⑤ 40.93 .69

성적
상위권① 38.56 .81 5.126 .006**

중위권② 38.20 .53 <② ③

하위권③ 41.32 .90

경제상태

잘사는편 41.44 1.71 1.429 .233

보통 39.09 .47

어려운편 37.64 .90

매우 어려움 39.27 2.29

부모동거
친부모님 38.51 .43 -2.943 .003**

기타 41.8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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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적경험추구 가 학교생활적응과 정p=.000) (r=.130, p=.000)

적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일탈추구 와는 부, (r=-.088, p=.007)

적상관이 있었다.

논 의

먼저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 성허용성 정도를 각각 살펴, , ,

보면 학교생활적응정도는 평균 점으로 중정도로 나타났, 44.49

고 영역별로 친구관계 규칙준수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 교, , , ,

사와의 관계 학습활동의 순이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

측정한 이강선 의 연구에서도 평균 점으로 보통 수(1999) 46.74

준이었고 변인별로 친구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 및 특별활, , ,

동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의 순으로 결과가 일치하였다 또, , .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실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한 이정순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자극추구정도(1996) .

는 평균 점으로 중하정도로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위험130.10 ,

한 활동 추구욕구 사회적 일탈추구 내적경험 추구욕구 침착, , ,

성 상실의 순이었다 자극추구 정도를 영역별로 측정한 연구.

들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의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최재욱 의 연구에서는 위험한 활동 추구욕구(1998) ,

내적경험 추구욕구 사회적 일탈추구의 순이었고 부산시에, ,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시자 의 연(2001)

구에서는 위험한 활동 추구욕구 내적경험 추구욕구 사회적, ,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의 순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 .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사회,

학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성허용성 정도는 평균 점으로 중정도로 나타. 38.90

났고 영역별로 입맞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의 순, , , ,

이었다 이는 성허용성 정도가 입맞춤 가벼운 애무 진한 애. , ,

무 성관계의 순이라는 점에서 박성정 의 연구결과와 일, (1996)

치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자극추, ,

구 성허용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

비해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낮았고 자극추구 중 사회적 일탈,

추구와 침착성 상실 정도가 높았고 성허용성 정도도 높았다, .

여자는 자극추구 중 내적경험 추구정도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학년에서는 고 가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성허용2 ,

성 정도는 가장 높았다 계열별로는 기타계열이 인문계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낮았고 성허용성 정도는 높게 나타났으,

며 자극추구 중 사회적 일탈추구 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

성적에서는 하위권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낮았고 성허용,

성 정도는 높았으며 자극추구 중 사회적 일탈추구 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할 적응정도가 높.

았고 자극추구 중 내적경험 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친부, .

모님과 동거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일탈

추구 추구정도가 낮았고 성허용성 정도도 낮았다 이성친구가,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 정도 계속< 5> ( ) (N=962)
구분

성허용성
값F or t 값p Bonferroni

M S.E.

이성친구
없다 37.62 .46 -5.991 .000**

있다 43.08 .77

성경험
없다 37.04 .41 -12.622 .000**

있다 50.48 .94

* p<.05, ** p<.01

표 자극추구 학교생활 적응 성허용성과의 관계< 6> , ,
자극추구

위험한

활동추구
내적경험

추구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

학교생활

적응
성허용성

자극추구 1.000
.733

(.000**)

.745

(.000**)

.762

(.000**)

.575

(.000**)

.061

(.061)

.406

(.000**)

위험한
활동추구

1.000
.440

(.000**)

.294

(.000**)

.141

(.000**)

.125

(.000**)

.129

(.000**)

내적경험
추구

1.000
.472

(.000**)

.263

(.000**)

.130

(.000**)

.189

(.000**)

사회적
일탈추구

1.000
.394

(.000**)

-.088

(.007**)

.599

(.000**)

침착성
상실

1.000
-.001

(.974)

.228

(.000**)

학교생활 적응 1.000
-.128

(.000**)

성허용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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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와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자극추구정도와 성허용

성 정도가 모두 높았고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만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정

도는 여학생이 인문계열이 상위권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 ,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조종현 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 (1984)

활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봉숙 도 남, (1984)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은 학교생활의 적응문제를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종현 김용호 이정순. , (1984), (1992),

의 연구에서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보다 학(1996)

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실업계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

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

으로는 부모님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이정순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 1996),

수준이 높았다안영복 이상필 는 연구와 그 결과( , 1984; , 1991)

가 일치한다 자극추구정도에서는 성별로 볼 때 여자는 내적.

경험 추구 정도가 남자는 사회적 일탈추구와 침착성 상실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극추구정도를 영역별로 살펴,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최재욱 은 남자가 여. (1998)

자에 비해 위험한 활동욕구와 사회적 일탈추구 성향이 유의

하게 높다고 하였고 양시자 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위험, (2001)

한 활동욕구 내적경험추구욕구 사회적 일탈추구 성향이 높, ,

다고 하였다 또한 자극추구를 전체적으로 본 오미경 의. , (1996)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다고 하였

다 그러나 정현희 최경순 의 연구는 대학생의 경우 여. , , (1999)

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

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일.

탈추구 성향의 경우 기타 계열에서 하위권에서 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서 이성친구가 있고 성경험이 있는 경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일탈추구 변인은 심각한 비.

행을 비롯한 중급 비행 같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

하는 비행과 밀접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최재욱( ,

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더욱 심각한 성문1998)

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지 전에 집중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명철수 김희명 이계화. (1982), (1984),

구자옥 은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1988), (1991)

이 여학생보다 더 허용적이라고 하였고 정신숙 의 연구, (2001)

에서도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크게 허용적이며 성경험의 실태와 이성교제의 형

태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인 경험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허용에 있어.

부정적임에도 여학생들은 혼전 순결을 점차 허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년도만 하더라도 가 혼전 순결을 지지. 1970 95%

하였으나 년도에는 년도에는 까지 떨어져박성, 80 81%, 90 67% (

정 재인용 유교적 문화에 의한 혼전 순결 의식이 점, 1996, )

차 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허용성 정도는 실업.

계에서 하위권에서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

서 이성친구가 있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는,

데 이것은 여가활동시간이나 이성친구를 접할 기회가 많고,

부모님의 통제권밖에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박성정. (1996)

의 연구에서도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성허용의

모든 수준에서 이성간의 신체접촉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성허용성과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와의 관계를 살펴, ,

보면 성허용성은 자극추구와 정적상관 학교생활적응과는 부, ,

적상관으로 자극추구 성향이 강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

지 못할수록 성허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

교생활 적응은 위험한 활동 추구욕구와 내적경험 추구욕구와

는 정적상관이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한 활동과 내적경험 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높고 사회적 일탈추구와 침착,

성 상실 추구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도 성행동이 위험한 활. McGee(1991)

동욕구와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고 하였고 그 외에 자극추구성향은 성행동과 관련된 반사회적,

행동최재욱 비행행동박윤창 등 박영신( ,1998), ( , 1995; , 2001),

위험행동전덕희 일탈행동양시자 과도 밀접한( , 2002), ( , 2001)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극추구성향이 강한 고등학생에게 자극추구행동의 분,

출 통로를 제공해주는 것은 성문제 발생율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가정 및 지,

역사회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 또한 성문제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성허용성 정도를 측정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극추구성향과 환경

적 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의 측면에서 그 상관성을 확인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성 조사연구이.

다 연구대상은 편의추출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

학중인 남 여학생 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 962 2002 5

터 월까지이었으며 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7 , SPSS win 10.0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정도는 평균,

점으로 중정도로 나타났고 영역별로 친구관계 규칙준44.49 , ,

수 특별활동 및 학교행사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의 순이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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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의 자극추구정도는 평균 점으로 중하정도로. 130.10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위험한 활동 추구욕구 사회적 일탈추, ,

구 내적경험 추구욕구 침착성 상실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성, , .

허용성 정도는 평균 점으로 중정도로 나타났고 영역별38.90 ,

로 입맞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의 순이었다, , ,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 , ,

성허용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낮았고 자극추구 중 사회적 일탈추구와,

침착성 상실 정도가 높았고 성허용성 정도도 높았다 여자는, .

자극추구 중 내적경험 추구정도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학년에.

서는 고 가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성허용성 정2 ,

도는 가장 높았다 계열별로는 기타계열이 인문계에 비해 학교.

생활 적응정도가 낮았고 성허용성 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

자극추구 중 사회적 일탈추구 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

에서는 하위권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낮았고 성허용성,

정도는 높았으며 자극추구 중 사회적 일탈추구 추구성향이 높,

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할 적응정도가 높았.

고 자극추구 중 내적경험 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친부모, .

님과 동거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일탈추

구 추구정도가 낮았고 성허용성 정도도 낮았다 이성친구가, .

있는 경우와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자극추구정도와 성허용

성 정도가 모두 높았고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만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허용성과 학교생활적응 자극추구와의 관계를 살펴, ,

보면 성허용성은 자극추구와 정적상관 학교생활적응과는 부, ,

적상관으로 자극추구 성향이 강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할수록 성허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은 위험한 활동 추구욕구 내적경험 추구욕구와

정적상관 사회적 일탈추구 침착성 상실과는 부적상관으로 나,

타났다 즉 위험한 활동과 내적경험 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 적응정도가 높고 사회적 일탈추구와 침착성 상실 추,

구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학교생활 적응정도와 자극추구 성향이

청소년의 성허용성과 관련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에 일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

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반복연구가 요구되며 청소년,

의 성허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계속적 연구를 통

해 성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할 것을 제언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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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what extent teenagers accepted sexual relations, and to determine

in which way that was affected by their disposition of stimuli, one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and by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one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s those factors seemed to have impact on that. This

study was of descriptive correlational approach, and the subjects were 962 boy and girl students randomly selected

from regular and business high schoo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hrough July 2002, and SPSS win 10.0

program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investigated got a mean of 44.49 marks on school adjustment. Their sensation seeking got an

average of 130.10 marks. Their sexual allowance got a mean of 38.90 marks.

Second is to regard the influence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on school adjustment, sensation seeking and

sexual allowance.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 on gender, grade, career track, religion, school record,

economic state, sexual intercourse. Sensation seeking was significant on all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allowance was significant on all except economic state.

Third, concerning correlation among sexual allowance, school adjustment and sensation seeking, sexual allow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ensation seeking and negatively to school adjust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school adjustment and stimuli pursuit was associated with sexual

attitude,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any contribution to creating an ideal sexual culture

for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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