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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시대가 발전하고 현대화될수록 청소년의 성문제는 날로 심

각해지고 있다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영미 의. (2002)

보고에 의하면 키스 애무 그리고 성경험이 남자의 경우 각, ,

각 가 여자의 경우는30%, 14.3%, 11.1% , 21.0%, 10.7%, 8.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년 전에 비해서 거. 10

의 네 배가 증가한 것이며 년 전 자료보다는 무려 두 배나, 2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문제는 양적증가 뿐 아니.

라 질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

르면 년 말 미혼모 중 미성년자가 였고 그 중2000 58.5% ,

는 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공4.1% 15 .

유산 비율이 전체 미혼여성 인공유산 비율의 를 차지하고27%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성폭력의 가 청소년에게서 발생하, 30%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성매매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

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회 이상 유경험자가 에1.8% , 2 61.1%

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가정 교육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 ,

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역할의 미비가 근원적일 것한상철 권두승 방( , ,

정희 설인자와 김혜원 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경, , 2001) . ,

제적 독립이 어려운 한국 청소년에게 가족기능과 부모와 자

녀간의 관계는 성인으로 완전한 독립을 할 때까지 성장발달

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

늘날의 가족은 구조적으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의 보수적

권위주의와 자녀의 평등개인주의가 충돌하므로 인해 부모

와 자녀 관계에 갈등이 조장되고 의사소통이 폐쇄적으로 되,

어 원활한 가족기능을 해치고 있다김수현 실제로 부( , 2003).

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역기능은 청소년의 정신건

강을 악화시키고강해자 가출 학교부적응 비행 및 성( , 2001), , ,

문제를 야기 시켜 탈선을 조장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족과의 상호관계속에서 설명하고자 많

은 요인관련 이론수준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최영미( ,

김수현 김혜영 청소년의 성문제와 관련하2002; , 2003; , 2003),

여 성문제를 성허용성 성행동 성지식 성태도의 측면에서 실, , ,

태를 분석한 연구들강훈백 최영미 개인요인이( , 2001; , 2002),

나 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김경희 최미혜 김( , ,

수강 등 요인관련 이론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 2004) .

나 청소년의 성문제와 가족요인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성에 대한 가치관 혼,

란이라는 관점에서 성허용성으로 규정하고 성허용성과 가족,

기능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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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허용성 정도를, ,∙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

통 성허용성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허용성과의 관, ,∙

계를 파악한다.

용어정의
가족기능•

가족기능이란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 기능으로서 적

응성 협력성 발전성 애정성 해결성의 총합을 말하며, , , ,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한(Smilkstein, 1978), Smilkstein(1978)

를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Family APGAR Questionnaire

의미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고 유지

하는데 관련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가족 내,

의 항상성을 기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개방성이 수,

행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Olson & Barnes, 1982).

는 과 가 개발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측Olson Barnes(1982) -

정도구인 척도를 김윤PAC(Parent Adolescnet Communication)

희 가 번안한 것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한 점수(1989) ,

를 의미한다.

성허용성•

성허용성은 성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말한다(Kelly,

본 연구에서는1978). Sprecher, Mckinney, Walsh & Anderson

등이 재구성한 의 혼전 성허용성 도구를 박(1988) Reiss(1967)

희성 이 사용한 것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1995) , ,

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기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성허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관련이론 수준의 서술적 상관성 조

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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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44 956

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가족기능•

이 도구는 의Smilkstein(1978) Family APGAR Questionnaire

로 적응성 협력성 발전성 애정성 해결성 등 가지 항목으, , , , 5

로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항목은 항상 만.

족한다 점에서 불만이다 점로 총 점 만점이며 점은(2 ) (0 ) 10 , 7-10

최상의 가족기능을 의미하고 점은 중정도의 가족기능, 4-6 , 0-3

점은 매우 문제가 있는 가족기능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번역된 의 도구를 예비Smilkstein(1978)

조사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계수는 이었다, Cronbach's alpha .76 .

부모와의 의사소통•

이 도구는 가족내의 의사소통 및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대

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 개발한Olson & Barnes(1982)

를 김윤희 가 번안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1989)

한 도구로 예비조사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 .

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10

유형에 대한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10 20 .

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

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식 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Likert 5 .

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형은 점수가 낮을수록역산 의사, ( )

소통이 개방되어 원활함을 의미한다 즉 한쪽 부모와의 의사. ,

소통 점수범위가 최소값 점에서 최대값 점이므로 양측20 100 ,

부모 모두와의 점수범위는 최소값 점에서 최대값 점이40 200

된다 등의 연구에서의 계수는 이었. Olson Cronbach's alpha .88

으며 김윤희 의 연구에서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1989) .86 ,

이었다.81 .

성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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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도구를 박희성 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1995) ,

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관계.

의 발전단계에 따라 입맞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 , ,

등 성적인 접촉의 허용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총 문항이고, 16 ,



최 미 혜 외

56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1(1), 2005 1

식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최소값 점Likert 4 . 16

에서 최대값 점 이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64 .

음을 의미한다 박희성 의 연구에서 계. (1995) Cronbach's alpha

수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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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의 기술통계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허용성 정도는, ,∙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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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다 성별 분포는 남< 1> .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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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종교에서51.8%, 47.6% .

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67.3%

우보다 많았다 성적은 중위권이 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54.3%

하였고 하위권 상위권 순이었다 경제상태는, 23.1%, 21.9% .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70.8% ,

잘사는 편 매우 어려운 편 의 순이었다 부18.5%, 5.6%, 4.3% .

모동거는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로 대부분85.1%

을 차지하였다 이성친구는 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 24.8% ,

경험은 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4.4%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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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647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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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가족기능 의사소통 성허용성 정도< 2> , , (N=956)
구분 최소값 최대값 M(SD) N(%)

가족기능 0 10 5.36 ( 2.67)

상 346 (36.1)

중 375 (39.1)

하 235 (24.7)

의사소통 40 196 114.25 (15.07)

부와의 의사소통 20 100 55.53 ( 8.31)

모와의 의사소통 20 96 58.60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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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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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성허용성 정도,
대상자의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허용성 정도는, ,

표 와 같았다< 2> .

가족기능은 최소 점에서 최대 점 중 평균 점으로 중0 10 5.36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범주화하면 최상의 가족기능은. 36.1%,

중정도 가족기능은 문제가 있는 가족기능은 로39.1%, 24.7%

각각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최소 점에서 점 중. 40 200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의사소통으로 각각114.25 .

보았을 때 최소 점에서 최대 점의 범위에서 부와의 의, 20 100

사소통은 평균 점 모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점으로55.53 , 58.60

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좀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허용.

성에서는 최소 점에서 최대 점 중 평균 점이었고16 64 38.99 ,

영역별로 보면 입맞춤이 점 가벼운 애무 점 진한12.62 , 9.78 ,

애무 점 성관계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8.57 , 8.0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
성허용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정도는 표 과< 3>

같았다 가족기능 정도는 성적 경제상태 부모동거에서 유의. , ,

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에서는 하위권이 중위권이상의 성적을.

가진 경우보다 가족기능 점수가 낮았고 경(F=8.075, p=.000),

제상태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상의 경제상태를 가진 경

우보다 가족기능 점수가 낮았다 부모동거(F=11.079, p=.000).

에서는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기타의 경우보다 가족기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01, p=.0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표 와 같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종교 경제상태< 4> . , ,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에서는 종, .

교를 가진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고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에서도 유의(t=3.875, p=.000),

한 차이를 나타냈다 경제상태는 잘사는 경우가 보통 이하의.

경우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나 부와의(F=2.920, p=.033),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성친구 유무와 성경.

험 유무에서는 모두 있다가 없다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

는데 부와 모 각각에서도(t=-3.246, p=.001, t=-3.981, p=.000),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부모동거는 부와의 의사소통에.

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와, (t=2.260,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p=.024) (t=2.521, p=.013)

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 정도는 표 과< 5>

같았다 성허용성 정도는 성별 학년 계열 종교 성적 부모. , , , , ,

동거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 .

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았고(t=15.297, p=

학년에서는 고 가 고 에 비해 성허용성 점수가 높게.000), 2 3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3> (N=956)
구분

가족기능
F or t p Bonferroni

M S.E.

성별
남 5.28 .13 -.897 .370

여 5.44 .12

학년
고1 5.45 .21 .122 .885

고2 5.34 .13

고3 5.34 .14

계열
인문계 5.38 .12 .151 .880

기타 5.35 .12

종교
있음 5.44 .11 1.296 .195

없음 5.20 .15

성적
상위권a 5.39 .18 8.075 .000** a>b

중위권a 5.61 .11

하위권b 4.76 .19

경제상태

잘사는편a 6.33 .34 11.079 .000** a>b

보통a 5.55 .10

어려운편b 4.68 .20

매우 어려움b 4.02 .43

부모동거
친부모님 5.46 .09 2.801 .005**

기타 4.77 .24

이성친구
없다 5.40 .10 .762 .446

있다 5.25 .17

성경험
없다 5.37 .09 .134 .893

있다 5.34 .2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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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기타 계열보(F=5.952, p=.003).

다 성허용성 점수가 낮았고 종교를 보면 종(t=-6.330, p=.000),

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높았다

성적에서는 하위권이 중위권에 비해 성허(t=-3.357, p=.001).

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친부모님과 동(F=5.126, p=.006).

거하는 경우는 기타의 경우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낮았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와 성경험이 있는 경(t=-2.943, p=.003),

우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허용성 점수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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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4> (N=956)
구분

의사소통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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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6

(.80)

1.020

(.308)

56.17

(.42)

2.260

(.024*)

58.43

(.43)

-.541

(.588)

여
113.73

(.61)

54.93

(.35)

58.72

(.32)

학년

고1
115.65

(.96)

1.096

(.334)

56.31

(.54)

1.191

(.304)

59.16

(.54)

.764

(.466)

고2
113.85

(.80)

56.31

(.44)

58.55

(.42)

고3
113.82

(.81)

55.45

(.43)

58.27

(.42)

계열
인문계

114.18

(.63)

-.086

(.931)

55.50

(.34)

-.088

(.930)

58.58

(.34)

.013

(.990)

기타
114.27

(.78)

55.55

(.42)

58.57

(.41)

종교
있음

115.54

(.61)

3.875

(.000**)

56.32

(.33)

4.194

(.000**)

59.15

(.32)

3.150

(.002**)

없음
111.43

(.84)

53.89

(.46)

57.36

(.47)

성적

상위권
115.03

(.97)

.544

(.581)

55.78

(.53)

.193

(.825)

59.12

(.50)

.813

(.444)

중위권
114.19

(.63)

55.53

(.35)

58.54

(.34)

하위권
113.49

(1.23)

55.27

(.66)

58.11

(.66)

경제상태

잘사는편a
119.72

(1.78)

2.920

(.033*)

57.48

(1.10)

1.569

(.195)

62.24

(.89)

4.152

(.006**)

보통b
114.12

(.58)
a>b

55.57

(.31)

58.48

(.31)
a>b

어려운편b
113.34

(.97)

55.01

(.58)

58.03

(.52)

매우어려움b
111.81

(4.04)

54.13

(2.20)

57.60

(2.08)

부모동거
친부모님

114.64

(.50)

1.777

(.078)

55.88

(.27)

2.521

(.013*)

58.70

(.27)

.954

(.342)

기타
111.34

(1.78)

53.31

(.98)

57.79

(.90)

이성친구
없다

113.29

(.55)

-3.246

(.001**)

55.03

(.30)

-3.190

(.001**)

58.16

(.30)

-2.697

(.007**)

있다
117.02

(1.08)

57.03

(.60)

59.81

(.55)

성경험
없다

113.41

(.53)

-3.981

(.000**)

55.16

(.28)

-2.887

(.004**)

58.12

(.28)
-4.217(.000**)

있다
119.06

(1.36)

57.68

(.82)

61.29

(.6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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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허용성의 관계, ,
대상자의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허용성과의 관계, ,

는 표 과 같았다 성허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적상< 6> .

관 이었으며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과도 부(r=-.127, p=.000) ,

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가족기(r=-.127, p=.000, r=-.109, p=.001).

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는 정적상관으로(r=.368,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가족기능이 좋으p=.000),

며 최상의 가족기능에서 개방적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능은 부와 모 각각의 의. ,

사소통과도 정적상관을 보였다(r=.333, p=.000, r=.343, p=

.000).

논 의

계속되는 청소년 성문제의 증가와 질적인 악화현상은 개인

과 가정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

이것은 청소년의 폭력 자살 약물남용 등 사회적 범죄와도, ,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청소년기 인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무

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가정관련요인인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성허용성의 관계를 보면 성허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

적상관을 보이며 가족기능과는 약한 부적상관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족기능과 정적상.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허용성< 5> (N=956)
구분

성허용성
값F or t 값p Bonferroni

M S.E.

성별
남 44.68 .56 15.297 .000**

여 33.61 .46

학년
고1 38.74 .87 5.952 .003** a>b

고2a 40.52 .60

고3b 37.43 .68

계열
인문계 36.60 .52 -6.330 .000**

기타 41.61 .60

종교
있음 38.07 .49 -3.357 .001**

없음 40.93 .69

성적
상위권 38.56 .81 5.126 .006** a<b

중위권a 38.20 .53

하위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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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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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기능 의사소통 성허용성과의 관계< 6> , ,
가족기능 의사소통 부 모 성허용성

가족기능 1.000
.368

(.000**)

.333

(.000**)

.343

(.000**)

-.010

(.757)

의사소통 1.000
.916

(.000**)

.914

(.000**)

-.127

(.000**)

부 1.000
.674

(.000**)

-.127

(.000**)

모 1.000
-.109

(.001**)

성허용성 1.00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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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태도에 부모의 지지적

인 관심과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Whitbeck, Conger

의 보고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위험& Kao(1993)

요인 예방에 주요한 요인임을 보고한 Whitaker, Miller, May

의 보고를 통해서 지지된다 또한 성문제와 비& Levin(1999) . ,

행을 사회적 일탈행동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

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

를 비행청소년으로 만든다고 보고하였다김성연 유희( , 1998;

정 김수현 유희정 은 비행청소년은 부모와, 1999; , 2003). (1999)

의 거리감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일탈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고 초기 비행시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에 의해 통제되지 못,

할 때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청소년의 성.

행동을 경중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최영미 는 경한 성행(2002)

동은 가족 응집력이 높을수록 성행동 경험이 많으며 중한 성,

행동은 가족 응집력이 높을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그러나 최태산 은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 응집. (1997)

력이 낮다고 해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가

족 응집력이 높은 즉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도 비행 청소년

이 나온다고 보고하면서 가족 응집력은 자아 존중감을 통해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

구의 가족기능과 성허용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해 준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족의.

응집성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차은진 의(2003)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부모와의 의사소

통을 통해 성허용성에 간접적으로 부적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혜영 은 자신의 연구에. (2003)

서 가족의 의사소통보다는 가족 간의 분위기와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해석으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서로 공유할 수 있

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가족끼리 서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가족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보이지 않게 얽혀있는

갈등적인 구조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변인들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기능은 중정도로 성적 경제상태 부모, ,

동거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은 중위권 이상일 경우. ,

경제상태는 보통 이상일 경우 친부모와 함께 살 경우 가족기,

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동.

연 의 논문에서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학교수업적응력이(2002)

높다고 하였고 이경희 는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다, (2004)

른 어떤 동거형태보다 가족기능이 높고 심리적 안녕감도 높

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고경은 은 빈곤아동을 대상으. (2002)

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을 연구하였는데 빈곤아동은 가정을,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해 준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중하정도로 나타났고,

종교 경제상태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 .

잘사는 경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모와의 의사소통만 유의하였고 부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범주를 세.

분화하여 연구한 김명우 는 생활수준이 중상이하일 경우(2003)

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나 생활수준이 상일경우는 오히려,

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부와의 의,

사소통은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김수진 의 연구에서도. (2001)

생활수준이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나 잘사는 경우보다 부와는

폐쇄적이면서 모와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는 경제상태가 매우 잘살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애정이나 적응과 같은 가족기능과의 상,

호연관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가 없음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수진 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을, (2001)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본 연구의 성허용성 정도는 중하정도로 입맞춤이 가장 높

고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의 순이었다 또한 성별, , . ,

학년 계열 종교 성적 부모동거 이성친구 성경험에서 유의, , , , , ,

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남자가 계열은 실업고가 학년은. , ,

고 가 고 보다 성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수연2 3 ,

의 연구에서도 자위행위 성충동조절 청소년기 성경험(2001) , ,

등 성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

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며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성행위

에 대해서도 훨씬 적극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훈백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적 접촉경험은 증가하(2001)

나 자위행위나 성경험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박성정. (1996)

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인문고보다는 실업고,

학생들이 진한 애무와 성교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동거.

에서는 친부모와 동거할 경우 성허용성이 낮았는데 김수진,

은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면서 부모와 동거할 경우 부모(2001)

와 별거할 경우보다 비행점수가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김,

성연 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떨어져 있(1998)

을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부모자녀가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기에 비행을 적게 저지르-

게 된다고 논하였다 이성친구가 있을 경우 성경험이 있을. ,

경우 모두 성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효숙, (2002)

의 연구를 보면 처음 성교상대로 이성교제상대가 로 대86.7％

부분을 차지하였고 처음 성교의 계기는 상대가 원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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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므로가 로 나타났다 또한 박성정33.3 , 20.0 . , (1996)％ ％

의 연구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진‘ ’ ‘ ’

한 애무와 성교 수준가지 허용할 수 있으며 남학생의, 14.4％

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에서도 혼전 성교를 허용할 수‘ ’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분위기나 술 약물에 의한 비의도적. ,

행위가 아닌 본인의 의지하에 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지

며 기존의 보수적인 성에 대한 시각을 재고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

분한 대화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람직

하게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 논한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기능을 목표로 한 가족중심의

간호중재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 ,

는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에 일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허용성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가정관련 요인으로 가족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상관.

성 조사연구이며 연구대상은 편의추출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 여학생 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956 .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였으며2002 5 7 , SPSS win

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10.0 .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 정도는 중정도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중, ,

정도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보다 모와의 의. ,

사소통에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허용성은 중하정.

도이며 영역별로 입맞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관계의, , , ,

순이었다.

둘째 가족기능은 중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경우와 보통이상,

의 경제상태인 경우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유의하,

게 점수가 높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종교를 가진 경우와.

잘 사는 경우 이성친구와 성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서 유의,

하게 점수가 높았다 성허용성은 성별은 남자에서 학년은 고. ,

가 성적은 하위권일수록 이성친구와 성경험이 있을 경우2 , ,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나 인문계의 경우와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유의하게 성허용성 점수가 낮았다.

셋째 성허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적상관으로 가족, ,

기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가정관련 요인으로 가족기능과 부모와

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허용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

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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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성허용성을 변인,

으로 한 상황생성이론수준의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중재방안

을 모색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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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permissiveness, family funct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mong adolescents. Method: A descriptive correlation approach was used and the

participants were 956 male and femal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instruments were the Family APGAR Questionnaire by Smilkstein(1978), PAC by Olson and

Barnes(1982), and the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Questionnaire by Reiss(1967).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0.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d ANOVA. Results:

Family function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school record, economic status, living arrangement of paren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religion, economic status, having a boy/girl friend,

and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Sexual permissiveness was significant for all except economic status.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showed tha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sexual

permissiveness(r=-.127, p=.000) and positively to family function(r=.368, p=.000).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 are associated with sexual permissivenes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creating an ideal sexual culture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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