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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160 female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WIN 21.0 progra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sexual knowledge was negative 
related to sexual attitude(r=-0.204, p=.01). The finding showed the higher sexual knowledge leads to 
conservative sexu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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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60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와 피어슨 상관계수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성지식은 성태도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r=-0.204, p=.01), 이는 성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태도가 보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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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여자 간호대학생,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료되어 신체적인 성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대

학생 시기로 Erikson의 발달단계에서 볼 때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년

후기에 해당된다[1]. 또한 대학생 시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로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인식된다[2].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입시에서 벗어나 성 개방화 추세변화와 자유로운 이성교제로 성

에 대한 지식, 태도와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행동에 영향을 받아 여러 갈등을 겪기도 한다

[3]. 따라서 자유로운 생활로 성인기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성건강과 생식건강은 20세기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로 지목되

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관리자의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습득

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가치관 등은 앞으로 임상에서 성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할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 이들을 어떻게 돕고 지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와 성경험 등의 변수 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

[4-6]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7][8]는 매우 미비

한 실정이다. 한편, 이경숙[9]과 최혜정, 강진아와 김연희의 연구[10]에 따르면 보건계열과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성에 대학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타전공학생과 비교하여 많으며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습득으로 성지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 간

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냄

으로써, 여자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자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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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신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정도를 확인하

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B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의 비밀보

장, 자발적 연구 참여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analysis program 3.1을 이용하였으며,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30,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을 때 111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0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기본인적사항(연령, 학년, 종교, 거주형태, 평균용돈, 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과 성관련 특성(이성교제 경험, 성관계 경험, 성교육 경험, 부모님의 성태도)를 

포함한다.

조사대상의 성지식은 전경숙[11]이 개발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의미

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ɑ=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ɑ= .89이었

다.

성태도는 호선민[12]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를 우근희[13]가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태도의 점수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

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ɑ=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ɑ= .80이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조호윤 등[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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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대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성행위, 성행위책임감, 생식기 건강관리, 성

병예방, 생식기 위생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ɑ=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ɑ= .93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1.70±6.02세이며, 1학년 33명(20.6%), 2학년 80명

(50.0%), 3학년 42명(26.3%), 4학년 5명(3.1%)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25명(15.6%), ‘천주교’ 19명

(11.9%), ‘불교’ 24명(11.9%), ‘무교’ 90명(56.3%), ‘기타’ 2명(1.3%)이었고,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의 

집’ 85명(50.0%), ‘기숙사’ 36명(22.5%), ‘자취’ 37명(23.1%), ‘기타’ 7명(4.4%)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

균 용돈은 ‘10만원 미만’ 17명(10.6%), ‘10-20만원’ 21명(13.1%), ‘20-30만원’ 26명(16.3%), ‘30-40만원’

44명(27.5%), ‘40만원 이상’ 52명(32.5%)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이성교제 경험에 관하여서는 ‘현재 교제 중’ 68명(42.5%), ‘과거 

있으나 지금 없음’ 57명(35.6%), ‘경험 없음’ 35명(21.9%)이며, 부모님의 성태도에 관해서는 ‘개방적’

23명(14.4%), ‘보통’ 88명(55.5%), ‘보수적’ 49명(30.6%)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에 대하여 ‘있다’

70명(43.8%), ‘없다’ 90명(56.3%)이었고,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받은 적이 ‘있다’ 155명(96.9%), ‘없

다’ 5명(3.1%)으로 나타났다.

여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7.17±6.99점,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56.76±8.74

점이며, 성태도의 평균점수는 105.83±13.53점, 성지식의 평균점수는 15.49±3.38점, 생식건강증진행위

의 평균점수는 63.33±7.71점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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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ge
Actual
Range

Age 21.70±6.02 - 18-53

Glade

First grader 33(20.6)

2.18±0.76 1-4 1-4
Second grader 80(50.0)

Third grader 42(26.3)

Fourth grader 5(3.1)

Religion

Christian 25(15.6)

- 1-5 1-5

Catholic 19(11.9)

Buddhism 24(11.9)

None 90(56.3)

Other 2(1.3)

Type of
residence

Parents’ house 80(50.0)

- 1-4 1-4
Dormitory 36(22.5)

To live alone 37(23.1)

Other 7(4.4)

One
month
money

Less than 100,000 won 17(10.6)

3.58±1.34 1-5 1-5

More than 100,000 won
- less than 200,000 won

21(13.1)

More than 200,000 won
- less than 300,000 won

26(16.3)

More than 300,000 won
- less than 400,000 won

44(27.5)

More than 400,000 won 52(32.5)

3.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지식 및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에서 성지식과 성태도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p=.01). 이는 성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태도가 보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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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Table 2] Sex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ctual
Range

Experience of dating

Now dating 68(42.5)

1-3Past experiences, not now 57(35.6)

No experience 35(21.9)

Experience of sexual
relations

Yes 70(43.8)
1-2

No 90(56.2)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155(96.9)
1-2

No 5(3.1)

Parents sex attitude

Open 23(14.4)

2.16±0.65 1-3Usually 88(55.0)

Conservative 49(30.6)

Self Efficacy 37.17±6.99 20-50

Social support 56.76±8.74 31-75

Sexual Attitude 105.83±13.53 72-175

Sexual Knowledge 15.49±3.38 0-23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63.33±7.71 39-72

[표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of
Subjects (N=160)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p)
r

Sexual Knowledge 1

Sexual Attitude
-0.204**

0.010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0.040
0.618

0.032
0.689

1

**p≦.001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6, No.11, November 30 (2020), pp.23-31

http://dx.doi.org/10.47116/apjcri.2020.11.03

ISSN: 2508-9080 APJCRI
Copyright ⓒ 2020 FuCoS 29

4. 논의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

증진행위간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여자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생식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지식의 평균점수는 15.4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윤선과 황혜남

[15]의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성지식은 24.15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들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으

며 이는 최혜정, 강진아, 김연희의 연구[10]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성지식점수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성지식 점수에서 생식생리 등에 대한 

점수는 높으나 성폭력, 피임 및 낙태 영역에 대한 지식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생식기에 대한 생리에 대한 지식은 높을 수 있으나 임신, 낙태, 성폭력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태도의 평균점수는 105.8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윤선과 황혜남[15]의 연구에서 여자 대

학생은 2.84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들이 3.02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온 정경숙[1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성관계 경험에 따라

서 성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평균점수는 63.3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윤선과 황혜남[15]에서 여자 

대학생으로 3.41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들이 3.51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 있어

서 평균 3.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의 경우 타계열 학생보다 교육과정 

내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수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타계열 학생의 경우에

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자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나 생식건강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공별로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성과 생식건강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상관관계에서 성지식은 성

태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 이는 성지식이 증가할수록 성태도는 보수적인 경향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r=-0.204, p=.01). 연구대상인 여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저학년이 70% 이상

을 차지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한 이유애서 성지식이 낮고 성태도

가 보수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또한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가 유의미한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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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은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식건강증진행위 도구가 성경험을 가정한 가운데 질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도구들을 사용하여, 성

관계 경험팀과 비경험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여자 간호대학생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전체 일반 여자 간호대학생에 적용

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추후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

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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