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330-6339, 2013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330

6330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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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중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다체계적 관련요인을 파악하
여, 성행동 예방의 조기개입인 간호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603명의 중학
생이었고,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 성허용성, 지각된 행위통제, 성행동 의도,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 

친구집단 성태도, 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는 친구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
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 태도 순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중
학생 성행동을 51.0%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된 다체계적 성행
동 관련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
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간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exu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603 middle school students (male 344, female 259).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the attitudes to sexual behavior, 
sexual permissivenes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xual behavioral intentio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friends' attitudes to sex, exposure to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9.0 program.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at explained 51.0% of the variance in sexual behavior were the friends' attitudes to sex, alcohol 
drinking experience, experience of sexual abuse, sexual permissiveness, exposure to pornography, sexual 
behavioral int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pproach to a sexual education promo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consider multisystemic predi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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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왕성한 생리적 활동으로 인하여 신체가 급
속히 성숙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생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험한 성행동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1].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임신, 성매매, 성폭력 

등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연령
이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개인이나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 또한 청소년들은 감정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출방법이 잔인해질 수 있고 피해자
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
적인 폭력과 학대를 행사하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1]. 
뿐만 아니라 특히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경우 높은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

6331

성적 호기심에 비해 성행동 경험은 낮은 시기인 동시에 
성역할이나 성태도 및 성행동을 형성하는 시기[2]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인 정보에 노출될 경우 다른 연령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
다[3]. 따라서 올바른 성행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
교육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최적 시기가 성에 대한 많
은 지식을 획득하는 12～13세경이므로[4] 청소년의 성행
동으로의 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하고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성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행동은 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성교제, 자위행위, 가벼운 신체적 접촉, 키
스와 애무, 성교 등이 포함된다[5]. 뿐만 아니라 대체로 
청소년 본인이 감당하기 벅찬 행동인 경우가 많으며 대
체로 준비되지 않은 관계여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경향
을 보이고, 다른 문제 행동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닌 다차원적이고 연속적인 문제 성
향과 관련된다[4]. 이에 Kotchick 등[6]과 Chen 등[7]은 
청소년의 가족, 또래, 학교, 이웃 및 문화적 맥락(context)
을 포함하여 다체계적․다차원적인 관점으로 위험 성행
동 모형을 검정하고, 청소년 위험 성행동 관리를 위한 효
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1, 8]. 그러나 이들 연
구는 모형구축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성행동의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포함시켜 설명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다체계적 
특성을 고려한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서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체계적인 요인으
로는 개인 내적 요인, 가족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이 있다
[6].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학년이나 나이
[9], 성별[9], 위험행동 노출 정도[7], 성태도[5,8,10-13], 
성허용성[5,8,10,11], 지각된 행위통제[8,13,14], 성행동 
의도[8,13,14] 등이 있었다. 주요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5,15]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1]이 있고, 지역
사회요인으로는 음란물 접촉[8,16]과 친구집단 성태도
[1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성충동[1], 성지식[18]이 있었
다. 따라서 개인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성행동
을 위한 연구만이 아닌 다체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특
히 조기 청소년인 중학생의 성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중학생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학생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N)을 토대로 한 

접근이 기본 틀이 될 수 있다[8,13].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동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19]고 보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 행
동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안전과 건
강행위 이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도입되고 있으므로[20],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측하고, 성행동 예방을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된 중학생 성행동에 대
한 다체계적 요인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토대로 한 계획
행동 요인[8]을 모두 다루어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생의 성행동을 관련 요인을 파
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각 요인이 성행
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과 
주변 환경적 접근에 필요한 청소년 성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청소년 성행동 예방의 조기개입인 간호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
악한다.

3)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간의 관계
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광역도시와 3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 603명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에 따라 유의수준 α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02), 검정력 1-β
=.95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 산정
을 위해  불연속 더미변수를 포함한 19개의 관련변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한 556명이었다. 
임의표집을 한 본 연구의 경우 이 기준과 청소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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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탈락률을 고려하여 650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설문 내용이 
불충실한 47부를 제외한 603명(92.7%)의 자료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학교를 방
문하여 교장, 학급담임 및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
였다. 자료 수집은 교과목 담당 교사가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을 후 설문지
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
려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과 비밀 보
장을 약속하였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
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
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6월 14일부터 7월 22일
까지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태도

성태도는 Lee[20]의 성태도 측정 도구 17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다.

2.3.2 성허용성

성허용성은 Reiss[21]의 혼전 성허용성 척도를 Jeong, 
Park, Lee와 Park[22]이 번안․수정한 성허용성 척도 16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
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Lee와 Chon[14]이 개발한 지각된 
행위통제 척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
서 최고 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행위를 통제하려는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n[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8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이었다.

2.3.4 성행동 의도

성행동 의도는 Lee와 Chon[14]이 개발한 성행동 의도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하여 본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을 의미한다. Lee와 Chon[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이었다.

2.3.5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Parker[23]가 제작한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를 Moon과 Oh[24]가 한국 아동과 청소년에 맞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
번안한 개발한 각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
소년을 중심으로 개발 된 도구이므로 청소년에게 사용하
기 적합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
정 및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Moon과 Oh[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아버지의 양육태도 Cronbach's α=.74, 
어머니의 양육태도 Cronbach's α=.75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다.

2.3.6 친구 집단의 성태도

친구 집단의 성태도는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25]가 미혼모의 친구집단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대 
미혼모를 중심으로 개발 된 도구이므로 청소년에게 사용
하기 적합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집단의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8이었다.

2.3.7 음란물 접촉

음란물 접촉은 Lee[26]가 개발한 음란물 접촉 도구 7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되어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음란물의 접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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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Sexual Behavior

Mean (SD) t or F p Scheffe

Grade

1st
a

187 (31.0) 0.30 (0.77) 5.76  .003 a<b,c

2nd
b

189 (31.3) 0.56 (1.03)

3rd
c

227 (37.6) 0.61 (1.06)

Gender
Male 344 (57.0) 0.42 (0.88) -2.38  .018

Female 259 (43.0) 0.61 (1.09)

Religion
Have 353 (58.5) 0.47 (0.93) -0.63  .527

Have not 250 (41.5) 0.52 (1.01)

Economic status 
 (million Won)

600≤  38 ( 6.3) 0.21 (0.66) 1.82  .142

400≤ -<600  88 (14.6) 0.45 (0.79)

200≤ -<400 323 (53.6) 0.57 (1.07)

<200 154 (25.5) 0.45 (0.92)

Academic performance

High 158 (26.2) 0.56 (1.04) 1.84  .159

Middle 323 (53.6) 0.43 (0.05)

Low 122 (20.2) 0.60 (1.17)

Smoking experience
Yes  15 ( 2.5) 1.13 (1.50) -2.56  .011

No 588 (97.5) 0.48 (0.96)

Drinking experience
Yes  29 ( 4.8) 1.35 (1.49) -4.87 <.001

No 574 (95.2) 0.45 (0.93)

Drug use experience
Yes   2 ( 0.3) 1.00 (0.00) -12.61 <.001

No 601 (99.7) 0.50 (0.98)

Experience of 
  sexual abuse

Yes  36 ( 6.0) 1.25 (1.46) -4.85 <.001

No 567 (94.0) 0.45 (0.92

Level of the attraction 
  to the same sex

Yes 574 (95.2) 0.49 (0.99) 0.78  .460

No  13 ( 2.2) 0.31 (0.48)

Both 16 ( 2.7) 0.75 (1.00)

Experience of talked 
  about it with your parents

Yes 411 (68.2) 0.53 (1.04) -1.21  .227

No 192 (31.8) 0.43 (0.83)

Experience of talked 
  about it with your friends

Yes 336 (55.7) 0.41 (0.97) 2.37 .018

No 267 (44.3) 0.60 (0.98)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Level of Sexual Behavior of Subjects

2.3.8 성행동 

성행동은 Min[13]이 개발한 성행동 척도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본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각 문항은 최저 0점
에서 최고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경
험과 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5)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공선성 진단 후 Multiple Regression의 stepwise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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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1.0%), 2학년이 189명(31.3%), 3학년이 227(37.6%)이
었고, 남학생이 344명(57.0%), 여학생이 259명(43.0%)이
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359명(58.5%), 종교가 없는 학
생이 250명(41.5%)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학생이 323
명(53.6%)로 가장 많았으며, ‘하’인 학생 154명(25.5%), 
‘중상’인 학생이 88명(14.6%), ‘상’인 학생이 38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인 학생이 323명(53.6%)로 
가장 많았고, ‘상’인 학생 158명(26.2%), ‘하’인 학생 122
명(20.2%) 순이었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명
(2.5%),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은 588명(97.5%)이었으며,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명(4.8%),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은 574명(95;2%)이었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학
생은 2명(0.3%)이었고, 약물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601
명(99.7%)이었으며, 성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6명
(6.0%)이었고, 성학대 경험이 없는 학생은 567명(94.0%)
이었다. 동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는 ‘느끼지 
않는다’가 574명(9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성과 동성
에게 느낀다’ 16명(2.7%), ‘동성에게 느낀다’ 13명(2.2%) 
순이었다.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학생은 411명(68.2%)이었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
는 학생은 192명(31.8%)이었으며, 자신의 고민에 대해 친
구와 대화는 나누는 학생은 336명(55.7%),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학생은 267명(44.3%)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정도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 중 성태도는 최소값 19
점, 최대값 73점이었고, 평균 34.7±9.16점이었으며, 성허
용성은 최소값 16점, 최대값 64점으로 평균 32.43±10.82
점이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최소값 4점, 최대값 28점으
로 평균 21.88±6.83점이었으며, 성행동 의도는 최소값 3
점, 최대값 21점, 평균 17.24±5.70점이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최소값 16점, 최대값 62점, 평균 
47.36±8.66점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최소값 17점, 
최대값 68점, 평균 52.32점이었다. 친구집단 성태도는 최
소값 6점, 최대값 28점, 평균 11.18±3.80점이었고, 음란물 
접촉은 최소값 7점, 최대값 35점, 평균 4.15±9.45점이었다. 

중학생의 성행동은 최소값 0점, 최대값 5점이었으며, 
평균 0.50±0.98점이었다[Table 2]. 

[Table 2] Means of Research Variables for the Subjects  

Variables Mean (SD) Min-Max

Attitudes to sexual  
 behavior

34.07 ( 9.16) 19-73

Sexual
 permissiveness

32.43 (10.82) 16-6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1.88 ( 6.83)  4-28

Sexual behavioral 
 intention

17.24 ( 5.70)  3-21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47.36 ( 8.66) 16-64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52.32 ( 8.42) 17-68

Friends' attitudes 
 to sex

11.18 ( 3.80)  6-28

Exposure 
 to pornography

 4.15 ( 9.45)  7-35

Sexual behavior  0.50 ( 0.98)  0- 5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성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5.76, p=.003), 성별
(t=-2.38, p=.018), 흡연 경험(t=-2.56, p=.011), 음주 경험
(t=-4.87, p<.001), 약물사용 경험(t=-12.61, p<.001), 성학
대 경험(t=-4.85, p<.001),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
(t=2.37, p=.0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과 3학년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약물 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학대 경
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친구와 고민
에 대한 대화를 하는 학생에 비해 대화를 하지 않는 학생
이 성행동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종교유무, 경제수준, 
성적, 동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 부모님과 고
민에 대한 대화 유무는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3.4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과 성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제 변인 중 성태도(r=.47, 
p<.001), 성허용성(r=.50, p<.001), 친구집단 성태도(r=.52, 
p<.001), 음란물 접촉(r=.41, p<.001)은 성행동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고, 지각된 행위통제(r=-26, 
p<.001), 성행동 의도(r=-.31, p<.001), 아버지의 양육태도
(r=-.23, p<.001), 어머니의 양육태도(r=-.22, p<.001)는 성
행동과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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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ttitudes to 
sexual  

behavior

Sexual  
permissive

-nes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xual  
behavioral  
intention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Friends'  
attitudes  to sex

Exposure to 
pornography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exual 
 permissiveness

 .63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1 (<.001) -.10 ( .018)

Sexual behavioral 
 intention

-.44 (<.001) -.26 (<.001)  .39 (<.001)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06 ( .168)  .00 ( .989) -.06 ( .162) -.01 ( .849)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07 ( .109)  .01 ( .908) -.03 ( .519)  .04 ( .341)  .71 (<.001)

Friends' attitudes 
 to sex

 .57 (<.001)  .60 (<.001) -.10 ( .012) -.22 (<.001)  .04 ( .387)  .04 (303)

Exposure to 
 pornography

.43 (<.001)  .52 (<.001) -.10 ( .013) -.20 (<.001)  .12 (.003)  .07 ( .081)  .43 (<.001)

Sexual  behavior  .47 (<.001)  .50 (<.001) -.26 (<.001) -.31 (<.001) -.23 (<.001) -.22 (<.001) .52 (<.001)  .41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Research Variables of Subjects

Predictor B β t  p

Friends' attitudes to sex  0.21  .37 11.16 <.001

Drinking experience (No/Yes)*  1.60  .24 5.45 <.001

Experience of sexual abuse (No/Yes)
*

 1.43  .21 5.12 <.001

Sexual permissiveness  1.38  .19 4.15 <.001

Exposure to pornography  2.12  .15 3.41  .001

Sexual behavioral intention -1.21 -.14 3.11  .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59 -.13 2.95  .003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1.43 -.11 2.79  .005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1.42
-.9

2.79  .007

Radj
2=.510    F=36.44   p<.001        

Radj
2
=Adjusted R Square.

* Dummy variables.

[Table 4] Predict Variables of Sexual Behavior 

3.5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요인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결과, 중학생의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학년, 성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약물사용 경험, 성학대 
경험 및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와 성행동 관련 변
인 중 성태도, 성허용도, 지각된 행위통제, 성행동 의도,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친구집단 성태도 
및 음란물 접촉을 관련변수로 하고 불연속변수를 더미변
수로 전환한 후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적 방법으로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관련변
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2～-.71로 .80 이상인 설명변수

가 없어 관련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정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1.791로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86～.97로 1.0
이하,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35～1.63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
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대값은 .095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
되었으며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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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는 친구집단 성태도, 음
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
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
육태도의 9개의 변수가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대
상자의 성행동에 가장 큰 관련요인은 친구집단 성태도(β
=.3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주 경험(β=.24), 성학대 
경험(β=.21), 성허용성(β=.19), 음란물 접촉(β=.15), 성행
동 의도(β=.14), 지각된 행위통제(β=-.13), 아버지의 양육
태도(β=-.11), 어머니의 양육태도(β=-.9) 순으로 나타났
다. 즉, 친구집단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성경
험이 있는 학생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
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임신이 두려워서 성관계를 하
지 않는 학생이 성행동이 높았으며, 성허용성이 높을수
록,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성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지
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아버지 양육태도가 비개방적
일수록 성행동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중학생의 성행동
을 51.0% 설명하고 있었다(F=36.44, p<.001)[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청
소년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성행동 정도는 최대 5점 만점에 
평균 0.5±0.98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적 특색이 유사한 고등학생의 성행동을 파악한 
Min[13]의 연구에서 평균이 0.2점이었고, Choi[4]의 연구
에서 성행동의 정도가 최고 26점 만점에 평균 5.38±7.44
점임을 고려했을 때 과거보다 현재가 청소년의 성행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Min[13]의 연구에서보다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
허용성이 개방적이었고, 성행동 의도도 높았으며, 이들 
변수의 평균은 Park과 Jung [8]의 연구에서 보다 높아졌
음을 고려할 때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으로 친구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
머니의 양육태도였으며, 이들 요인은 중학생 성행동의 
51.0%를 설명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중학생 개인 내적 
요인, 가족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
러한 결과는 통합적 설명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학생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요인 접근의 중요성

[6,7]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요인은 친구집단 성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
집단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과 
Kim[15]의 연구와 Kotchick 등[6]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다. 친구 집단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
동방향을 결정하는 준거집단이고[28], 십대들의 행동결정
은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래집단의 동조로 인한 안정감 때문에 성행동이 더 증가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4], 성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친구집단 간에 건전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에게 자신이 
어떤 행위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때 결정할 권리는 친구
가 아닌 본인 자신에게 있으며, 그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
야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음주 경
험이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는 제외되었지만 단변량 
분석에서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약물사용 경험에 따라 
성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위험행동이 성행동의 원인
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1,7,9]와 일맥상통한다. 외국의 
경우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위험행동은 약물
사용 경험이었으며[7], 국내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약물사
용 경험이 증가한다는 Han 등[9]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
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동 증가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과 같은 위험행동을 
통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중재방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 위험행동이 성행동으로 이행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세 번째 관련요
인은 성학대 경험이었다. 이는 아동기에 성피해를 경험한 
경우 재희생 및 부적절한 성경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
다는 Tiaden과 Thoennes[29]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재희생 집단이 성학대 경험
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행동이 높았다는 Kim[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기 성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성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학대 예방과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개인요
인으로 성허용성,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 통제가 있었
다. 이는 성허용성이 개방적이고 부정적일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성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위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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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8,13]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중학생의 성태도가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성행동의 관련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8,13]
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
하다. 아울러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허용
성의 긍정적 전환과 성행동의도를 조절하고 지각된 행위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학생의 친구집단 성태도 이외에도 음란물 접촉 정도
가 중학생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지역사회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음란물 접촉과 관련하여 처음 접촉하는 
시기가 주로 중학교 시절이며, 음란물 접촉 후 그대로 따
라하고 싶다는 중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 Kim [1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 갈등과 성 비
행이 증가하고, 음란물을 모방하게 될 경우 부정확한 지
식을 습득하여 잘못된 성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성
문제나 성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8]. 이를 근거로 본다면 청소년의 성행동 예방을 위해
서 긍정적인 성교육과 음란물 접촉 차단을 위한 지역사
회와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성행동이 낮았다는 Chen 등[7]과 
Kang[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성행동 위험
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1,6,8]와 일맥상통하는 결
과이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보
다 설명력이 높았다는 것은 Jo와 Kim[1]의 연구에서 남
자 청소년이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위험 성행동을 더 많
이 설명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Jo와 
Kim [1]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의 의
사소통이 위험 성행동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성별에 따른 성행동 관련요인의 차이를 검정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와 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 구성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요인
으로 개인체계에서는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성행동 의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 가족체계에서는 아버지
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주변환경체계에서는 친구집단 성
태도, 음란물 접촉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올바른 성행동
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성교육의 최적 시기가 성에 대한 많
은 지식을 획득하는 12～13세경임을 고려할 때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정체성 확립과 성행동을 위해서는 각 체계별 

중요한 관련요인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개인체계의 성허용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성
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는 지각된 행위
통제[8]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
된다. 또한 중학생 성행동에 친구집단 성태도가 가장 큰 
관련요인임을 고려할 때 중학생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래
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 경험을 비롯한 여러 위험행
동을 하면서 성행동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험
행동 전반에 대한 예방과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중학생 성행동에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 음란물 접촉, 성학대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고
려할 때 중학생 바람직한 성정체감과 성행동을 위해서는 
중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부
모교육과 부모-자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개방적
인 대화를 통해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아동기 성학대에 대
한 철저한 예방과 음란물 접촉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할 필
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중학생 성행동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
행동 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층화표집을 통해 한국 중학생 전
체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추후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
학생 성행동 예방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 성행동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청
소년과 주변 환경적 접근에 필요한 청소년 성행동 예방
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청소년 성행동 예방의 조기개
입인 간호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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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은 친구
집단 성태도, 음주 경험, 성학대 경험, 성허용성, 음란물 
접촉, 성행동 의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였으며, 이들 요인은 중학생 성행동
의 51.0%를 설명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중학생
의 성행동의 관련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학년성
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약물사용 경험, 성학대 경험, 
친구와 고민에 대한 대화 유무에 따라 중학생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친구집단 성태도가 부정적
일수록, 음주경험과 성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성허용성이 
개방적일수록, 음란물 접촉이 높을수록, 성행동 의도가 
부정적일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을수록, 아버지와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중학생 성행동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의 개인, 가족 및 주변환경 체계별 관련
요인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다
체계적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다체계적 성행동 
관련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을 위
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간호 전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성행동 예방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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