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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은 사회  산물로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의하여 학습

되고 표출되며 성에 한 규범과 가치체계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향을 받고 있다. 청년기

는 아동과 성인의 간단계로서 부모에게 으로 의존했던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사회 인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으로 이행하기 해 비하는 시기이다. 에릭슨은 청년기

를 이성을 사귀고 결혼하는 시기이며,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갖

게 되어 성 으로나 사회 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갖

게 되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Yoo, 1992). 그러나 오늘

날의 청년기는 성 발달이  빨라지고 취업과 결혼 연령

은 늦어짐에 따라 성인기로 환되는 기간이 연장되게 되었

다. 청소년기는 성  욕구가 강렬한 시기인 반면, 사회는 혼

의 성을 규제하므로 사회  규범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일

으킬 수 있다.

성의 개방화 추세는 학생들의 성 태도와 성 행동에도 

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

기에 속하는 기간으로 사춘기를 지나 신체 으로 완 한 성

인이며 다른 어떤 시기보다 성행동 능력이 활발한 시기로 이

성교제와 성행동을 자율 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이다

(Choi, 2004). 특히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로 그들

만의 양식을 형성해가는 학연령층에게 성문제는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매스미디어와 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은 계층은 보다 쉽게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매체의 발달   기회의 확 는 그 이면에 ‘성의 해방시

’, ‘성 명의 시 ’ 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의 풍토에 

따라 사회 으로 문제시 될 성  행동, 성 행태에 민감하게 

향을 미친다(Moon, 1997). 따라서 최근 학생들의 국제

학술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학생들의 성 행

태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의 성 행태에 한 비교를 통하

여 성문화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혼  성교에 한 허용 인 태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 와 1980년 를 거치면서 지속 인 증가를 보이던 

미국의 여자 청소년들의 성교 경험율은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는 수치상으로는 약간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증가 곡선

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Susheela et al., 1999).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인 국에서 1989년에서 1990

년까지 규모로 행해진 조사에서는 평균 연령이 20세인 

학생들  10% 미만의 학생들이 성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o, 2001).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Lee 

(1994)는 조사 학생  21.2%(남자 47.45, 여자 

12.3%)가, Jang(1995)의 연구에서는 23.0%(남자 36.0%, 

여자 12.3%)가, Moon(1997)은 남자 학생 30.55%, 여

자 학생 8.10%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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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상 지역에 따른 문화  가치와 표집 방법에 

따라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 조선족은 사회주의국가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의 드라마가 같은 날에 약간의 시

간차이로 동시방  되고 있는 상황과 친인척 방문, 산업인 교

류, 유학 등으로 한국과의 인 교류가 활발한 상황 등으로 한

국사회의 문화를 직수입하여 받아드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태도나 성행동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는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고,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 속에 살면서 기독

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은 어떤 성

태도와 성행동을 하는지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

른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과의 학술교류가  더 활발해지

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국 학생들의 성 태도와 성 행

동에 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국 연변 조선족 학생들을 상으로 성 태도와 성 행동을 

조사하여 실제 이고 효과 인 성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서 시도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국 연변 조선족 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의 수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고, 상자의 특성에 

따라 성태도와 성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함이다. 

이를 한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성태도와 성행동을 악한다.

2) 상자의 성태도와 성행동 간의 상 계를 분석한다. 

3) 상자의 특성별 성태도의 차이를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 연변 조선족 학생들의 성 태도와 성 행

동의 수 을 악하고 그 계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국 Y시 소재 Y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들 에서 각 학년별 상수를 고려하면서 편의

표집 하 다. 총 300부의 자가 보고식 설문 방식에 의한 설

문지를 배부하 고 회수된 276부의 설문지 에서 문항이 

락된 불완 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271부가 자료 분석

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자료조사는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학

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하는 학생을 상

으로 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하 다.

3. 연구도구

1) 성 태도

성 태도의 측정은 DeGaston, Weed와 Jensen(1996)이 

개발하고 Lee(1998)가 사용한 것을 Hur(2001)가 수정한 

19개 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성 태도의 하

척도는 허용성, 미래지향, 래압력, 부모가치 등 4개 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 는 ‘나와  다름’ 

1 , ‘나와 많이 다름’ 2 , ‘ 체로 나와 다름’ 3 , ‘ 체로 

나와 일치’ 4 , ‘나와 많이 일치’ 5 , ‘나와 매우 많이 일치’ 

6  등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에 해 개방 임을 의미한

다. Hur(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8 이었다.

2) 성 행동

성 행동은 Hur(2001)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성 

행동은 ‘손잡기’ 1 , ‘포옹’ 2 , ‘키스’ 3 , ‘가슴을 심으

로 한 애무’ 4 , ‘성기를 심으로 한 애무’ 5 , ‘한 번의 성

계’ 6 , ‘여러 번의 성 계’ 7  등으로 상자가 경험한 

성 행동 모두를 표시하게 한 후 각각의 수를 합산하여 총 

1～28 의 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성 행

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성 태도와 성 

행동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일반

 특성별 성태도의 차이는 t-test를, 성태도와 성행동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을 이용하 다. 

5. 연구 제한

본 연구는 편의표출에 의한 조사 상으로 인하여 조선족 

학생을 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특성상 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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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1)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ear) M = 21.46 SD = 1.31

Sex Male  81 29.9

Female 190 70.1

Major Science of nursing 113 41.8

Electric computer/telecommunication  30 11.1

Management & information  30 11.1

International trade  28 10.3

Language department*  24  8.8

Machine & material  25  9.2

Architecture  11  4.1

Biological chemistry  10  3.6

Grade 1  69 25.5

2  77 28.4

3  64 23.6

4  61 22.5

Religion Yes 121 44.6

None 150 55.4

The other sex association None  83 30.6

Past  92 33.9

Currently  96 35.5

Sexual experience None 237 87.5

Yes  34 12.5

* English linguistics 13(4.8%), Korean linguistics 7(2.6%), German linguistics 4(1.4%)

<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1)

Characteristics Division  n %

Family number M = 3.73 SD = .76

≤3  98 36.2

4-5 167 61.6 

≥6  6  2.2

Father's  education level Illiteracy   1   .4

   Elementary school  27 10.0

Middle school  49 18.1

High school 136 50.1

≥College  58 21.4

          Occupation None  62 23.9

Office worker  61 21.5

Manufacturing worker  51 18.8

Self-management  60 22.1

Professional  37 13.7

객 성 여부에 한계가 있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평균 

연령은 21.46세 으며, 성별은 여자(70.1%)가 과반수이상

을 차지하 다. 상자는 간호학과생(41.8%)이 가장 많았

고, 학년별로는 2학년(28.4%), 1학년(25.5%), 3학년

(23.6%), 4학년(22.5%)의 순이었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

(55.4%)가 있는 경우(44.6%) 보다 많았다. 이성교제 경험

은 69.4%가 과거에 교제했거나(33.9%) 재 교제

(35.5%)이라고 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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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continued)                            (N=271)

Characteristics Division  n %

Mother's  education level Illiteracy  2   .7

   Elementary school  32 11.8

Middle school  42 15.5

High school 167 61.7

≥College  28 10.3

           Occupation None  81 29.9

Office worker  36 13.3

Manufacturing worker  51 18.8

Self-management  75 27.7

Professional  28 10.3

연구 상자의 가족특성은 <Table 2>와 같이 평균 가족 

수는 3.73명이며, 4명이 55.0%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50.1%)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무직

(23.9%)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

(61.7%)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무직(29.9%)이거나 자

업(27.7%)이 많았다.

2. 상자의 성 태도

상자의 성 태도의 평균 수는 2.53 (최고 6 )이었다. 

하부 역별 평균 수는 미래지향(2.76), 래압력(2.66), 

허용성(2.46), 부모가치(2.02) 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Sexual attitude of the subjects

(N=271)

Division M SD Range

Sexual attitude 2.53 1.03 1-6

     Future intension 2.76 1.21 1-6

     The age pressure 2.66 1.24 1-6

     Admissibility 2.46 1.24 1-6

     Parents value 2.02 1.28 1-6

3. 상자의 성 행동

성 경험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성 행동의 평균 수는 

5.24(범 1 -7 )이었다. 키스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8

명(50.9%), 단 한 번의 성 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명

(4.4%), 여러 번의 성 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명

(8.1%)이었다<Table 4>.

<Table 4>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271)

Sexual behavior* n %

Sexual behavior  M=5.24  SD=1.02

     Handgrip 178 65.7

     Embrace 159 58.7

     Kiss 138 50.9

     Breast endearment  42 15.5

     Several having sex  22  8.1

     Genitals endearment  21  7.7

     Only once having sex  12  4.4

* overlapping an answer

4. 성 태도와 성 행동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성 행동과 성 태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 행동과 성 태도의 계는 유

의한 정 계를 보 으며(r= .313, p= .000). 성 태도 

에서 허용성과 성 행동 간의 정 인 상 계가 가장 유의

하여(r= .342, p= .000), 성 태도가 허용 일수록 성 행

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치와 상자

의 성 행동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042, p= .495).

<Table 5> Correlation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N=271)

Sexual behavior

Sexual attitude .313*

       Admissibility .342*

       Future intension .263*

       The age pressure .323*

       Parents value .04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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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1)

Characteristics Division M SD t p

Sex Male 3.29  .93  8.942 .000*

Female 2.20  .89

Religion Yes 2.26  .93 -3.291 .002*

None 2.68 1.05

Sexual experience Yes 3.60  .75 -6.859 .000*

None 2.37  .98

* p<.05

5. 상자의 일반  특성별 성 태도

성별에 따른 성 태도 수는 남학생(3.29)이 여학생 

(2.20) 보다 높았고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하 으며

(t=8.942, p= .000), 종교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성

태도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들의 성 태도 수(2.68)가 종교가 있다고 답한 학생

들의 수(2.26)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t=-3.291, p= .002). 한 성 경험 유무와 성 

태도 수를 보면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성 태도 

수(3.60)가 경험이 없다고 답 한 학생의 수(2.37)보

다 높았고 그 차이 한 통계 으로 유의하 다(t=-6.859, 

p= .000) 따라서 성 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개방 임을 보여주었다<Table 6>.

Ⅳ. 논    의

본 연구결과에서 연변소재 학생의 성 태도는 5  만

에 평균 2.53 으로 보수와 개방  태도의 간을 나타내고, 

성경험은 수차례의 성 계를 경험한 경우를 7 으로 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평균 5.24 으로서 ‘성기를 심으로 한 애

무’(5 )나 ‘한 번의 성 계를 했던 정도’(6 ) 사이의 성 행

동을 보여  것으로 나타났다. 성 태도의 하부 역에서는 미

래지향(2.76), 래압력(2.66), 허용성(2.46), 부모가치

(2.02)의 순으로 나타나, 상자들이 혼  성 계에 해 아

직은 보수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상자들의 성태도와 부모가치와는 차이가 있

어 학생들의 성 태도가 부모들의 성에 한 가치보다 훨씬 

개방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성 태도의 하부 역 

에서 부모가치는 가장 낮아(2.02) 상자의 생각에 자신의 

부모는 자녀가 결혼 까지는 혼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 태도  미래지향 역이 가

장 높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혼  성 계가 자신의 

미래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래압력은 2순 를 나타내고 있어 결혼을 하지 않

은 상태에서 성 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한 본인의 

허용성보다 친구들의 압력에 의한 성 계에 한 허용성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경험의 수가 평균 5.24 이라는 것은 성 

행동 척도에서 1 은 ‘손잡기’, 3 은 ‘키스‘, 5 은 ’성기를 

심으로 한 애무‘, 6 은 ’한 번의 성 계‘라는 것을 살펴볼 

때 상자는 보수 인 성 태도에 비해 성 행동은 훨씬 개방

인 흥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 행동  키스의 경

험이 있는 학생은 50.9%, 단 한 번의 성 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 여러 번의 성 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8.1%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학생을 상으로 한 Chang 

(1995)의 연구에서 키스와 포옹을 79.7%로 보고 하 고, 

Kang과 Son(1998)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시 경험하는 이

성과의 계 정도는 키스 31.8%, 손잡기 2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Hwang(2002)의 연구에서 성행동의 기 은 진

한 애무부터가 성 행동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체 6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맞춤이나 가벼운 포옹이 

19.9%, 성 계가 15.8%, 손잡거나 팔짱 는 어깨동무가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국 조선족 학생

과 한국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성 경험은 12.8%로 최근의 국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자료를 찾기 어려워 비교할 

수 없었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계 미국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60% 이상의 상자들이 혼  성경험

을 한 것으로 볼 때(Huang & Uba, 2005) 문화  가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 성경험이 있어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을 상으로 한 Lee(1994)

의 연구에서는 31.2%가 성경험이 있다고 하 고, Yeon 등

(1997)은 학생 2,343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27.9%가 성 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고,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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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과 Lee(1997)는 학생의 19%, Go(2001)는 

27.6%(남자 46.8%, 여자 14.5%), Hwang(2002)은 

50.3%(남자 61.2%, 여자 38.8%), Lee, Kim과 Lee 

(2003)는 학생의 30%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학생

들의 성 경험이 19%～50.3%의 다양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선행 연구결과들 보다

는 성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상자들의 성 태도와 성 행동 간에 유

의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성 태도의 하 역  

허용성과 성 행동 간의 정 인 상 계가 가장 유의한 것은 

성 태도가 허용 일수록 성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n(2003)은 한국 여고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

용 인 성 태도를 지닐수록 성 행동이나 성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한 

연구(Park, 2002)에서도 혼  성 행동은 성 태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 특정행동에 해 갖게 되는 태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행동은 곧 태도를 반 한다는 

에서 개방 인 성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성 행동도 개방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래압력과 성행동 간의 정  상 계는 함께 어울리는 

래의 성 태도가 상자의 성 행동과도 계가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미국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래집

단의  성 활동이 극 인 상자들은 더 많은 성경험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나(Page, Hammermeister, & Scanian, 2000), 남

녀 학생들의 성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한 Yoon 

(1995)의 연구에서는 래친구의 성 행동은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고등학생들과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래집단의 혼  성경험이 

응답자들의 혼  성 계를 측하는 요한 변수로 보고하면

서 친한 친구의 성 태도와 성 행동이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어떻게 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일 이지는 않으나 나

이가 들수록 친구의 향력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Herold & Goodwin, 1981).

본 연구에서 부모가치와 상자의 성 행동 간의 상 계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부모의 성 태도가 보수 일수록(허용성이 낮을수록) 상

자의 성 행동이 낮게 나타난 것은 자신의 허용 인 성 태도

와 계없이 부모의 성 태도가 자녀들의 성 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은 청

소년 자녀들의 성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mall & Luster, 1994).

상자들의 성 태도가 허용 일수록 성 행동을 많이 하고, 

성 허용성이 낮음에도 성행동이 개방 인 것은 인교육 측

면의 성교육이 필요함을 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성 태도 수는 남학생(3.29)이 여학생 (2.20) 보다 통

계 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훨씬 개방 인 성 태도를 가졌음을 보여  것

이다. 이는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74.8%, 여학생의 46.5%가 혼  성 계를 허용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보인 연구결과(Cho & Kim, 2001)와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종교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성 태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성 태도 

수가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수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

어 종교가 이들의 성 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2006년 국 학생 의식조

사 비교분석 자료집’(Lee, 2006, godpeople.com)에 의하

면 혼  성 계에 해 비기독 학생들은 15%만 부정 인 

응답을 한데 비해, 기독 학생들은 59.6%가 ‘무조건 반  

한다’고 응답해 성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본 연구의 상자가 국의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

이나 기독교 학교의 재학생이며,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남녀 학생들이므로 혼  성태도와 성행동이 개방 인 결과

를 보여  것은 이들 학생들 특히 신입생을 상으로 한 

성교육이 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성 경험자(4.4%)보다 여러 번의 성 경험자

(8.1%)가 많았던 것은 첫 경험이 어렵고 두렵지만 다음부터

는 두려운 것이 덜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Gruber와 Grube(2000)는 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지

식을 습득하 을 때 성에 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성에 한 부정 인 정보의 향을 게 받으며, 직 인 성 

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교양

과목에 청소년기의 성  발달, 성과 사랑, 결혼학 개론 등을 

개설하고 시청각 교육이나 토론학습 등을 통해 성에 한 올

바른 가치 을 심어 주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근래의 국 학생의 성 태도, 성 행동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으나 국내 연변 학생들을 상으로 성 태

도와 성 행동을 처음으로 조사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며, 본 연구결과를  추후 연변 학생들의 성교육 로그램

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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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연변의 Y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성 태도와 

성 행동  련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시도하

다. 이를 해 학생 300명을 상으로 자가 보고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

하고 총 271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

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

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성 태도와 성행동은 실수, 백분

율, 평균, 표 편차로 구하 고, 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태

도의 차이는 t-test로, 성 태도와 성 행동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1.46세 으며, 여학생이 

70.1%를 차지하 다.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 교제경험

(33.9%), 재 교제 (35.5%)으로 이성교제 경험자가 

69.4%를 차지하 다.

2) 상자의 성 태도는 평균 2.53 (5  만 )으로 낮은 편

이었으나 성 경험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성행동은 평균 

5.24 으로 보수 인 성 태도에 비해 극 인 성행동을 

보 다.

3) 성 태도와 성 행동 간의 계는 유의한 정 계를 보

으며. 성 태도가 허용 일수록 성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치와 성행동 간의 계는 유

의하지 않았다.

4) 성 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개방

이었다.

2. 제언

1) 연구 상의 표집의 합리화, 연구 자료의 객 성을 제고하

기 하여 상자 수를 증가한 무작  표집에 의한 연구

가 필요하다.

2) 조선족과 우리나라 학생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3) 국내 조선족과 기타 족속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Ahn, Y. S., Chung, H. J., & Lee, J. S. (1997).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x. Han Yang University 

Korean Life and Research, 15, 137-152. 

Chang, H. S. (1995). A study on value of sex in 

Korean university student. Sowha, 155-213.

Cho, J. Y., & Kim, Y. H. (2001). Adolescent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sex. Home Econ 

Res, 4, 31-44.

Choi, M.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10(4), 318-330.

G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Gruber, E., & Gurbe, J. W.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 J Med, 172, 

210-214.

Herold, E. S., & Goodwin, M. S. (1981). Adamant 

virgins, potential non-virgins, & non-virgins. J 

Sex Res, 17, 97-113. 

http://news.media.daumnet

http://www.godpeople.com

Huang, K., & Uba, L. (2005). Premarital sexual 

behavior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Behav Sci, 21(3), 227- 240.

Hur, J. K.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Hwang, H. J. (2002).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ang, Y. S., & Son, Y. S. (1998).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sexual problem and sexual education 



- 64 -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Yanbian, China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of university students. Chonnam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30, 71-93. 

Lee, I. S. (199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nd sexual education need of 

university students in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Seoul.

Lee, J. E. (1998). Relationships of self-image, 

sexual attitude, impulsivity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Lee, J. H., Kim, I. S., & Lee, J. K. (2003).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Seowon university students. J 

Student Guidance, 21, 31-67.

Moon, I. O. (199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n Soc Health Educ, 14(2), 67-100. 

Page, R. M., Hammermeister, J. J., Scanian, A. 

(2000). Everybody’s not doing it: mis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sexual activity. Am J Health 

Behav, 24(5), 387-394.

Park, S. Y. (2002).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Small, S., & Luster, T. (1994). Adolescent sexual 

activity. J Marriage Fam, 56, 728-735.

Son, J. N. (2003). A study on sexual attitude 

pattern according to problem behavior and 

experience according to sex of school girl.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9(2), 

113-127.

Susheela Singh & Jacqueline E. Darroch (1999). 

Trends in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 

American women: 1982-1995, Fam plann 

perspect, 31(5), 212-219.

Yeon, M. H. (1997).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n the love and marriage of the 

Yeonsei university students. Yeonsei Counselor 

Res, 13, 91-125.

Yoo, H. S. (1992). Infant development. Seoul: 

Changzisa,

Yoon, K. J. (1995). Variables according to 

premarital sexual allowanc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Home Econ Assoc, 33(4), 

251-263.

- Abstract -

Key concept : University student,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Chinese-Korean 

University Students

Park, Soon Bok*․Cho, Kyoul-Ja**

Lee, Myung-He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the related 

factors in chinese-Korean university students. 

Metho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ith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271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in one 

university in Jilin, China. Correlation coefficiency 

and t-test were used to find the relationships and 

to compar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Result: Although sexual attitude of 

participants was moderate, they were more likely to 

be engaged in sexual behavior.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suggested that those who have a 

permissive sexual attitude were more likely to have 

engaged in sexual behavior. The participants who 

responded that their parents have a less permissive 

attitude about sexual activity were less likely to be 

engaged in sexual behavior.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behavior an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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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ch as dating, experience of sexual 

activity, smoking and grades. Conclusion: Students 

who have a higher score of sexual attitude and had 

an experience of sexual activity were more likely to 

be at higher risk of being sex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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