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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는 발달적 특성으로 볼 때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지만

[1], 성인이 되기 전 경험하는 성관계는 적절하게 피임하지 못하여 임

신을 하거나 성매개 감염병이 증가한다[2]. 또한 청소년의 이른 성경험

은 성관계 빈도를 증가시키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거나 다수

의 대상자와 성경험을 하는 등의 위험 성행동(risk sexual behavior)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3]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된다[4]. 이와 같이 청소년은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

중받아야 하지만 성적인 실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혹은 

문화적 맥락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5]. 또한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성적인 경험

은 시작하면서도 올바른 정보는 부족하며 성에 관련하여 성인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4].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경험률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4.3~6.8%로 보고되고 있는데[6-9] 미국 청소년의 성경험률인 41.2~46.8%

와 비교하였을 때[10,11] 아직까지 낮은 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청

소년들의 성경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첫 성경험 연령은 낮아지는 경향이다[4]. 성문화에 대한 사회

적 개방 정도를 비추어볼 때, 향후 청소년의 성경험률은 증가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므로 청소년의 성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 성행동으로 분류되며[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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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건강상의 불이익을 줄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성행동을 말한다[1]. 청소년의 피임은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

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9] 성관계 시 적절

한 피임을 하는 청소년은 25~38.2%에 불과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다[4,8,9]. 게다가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피임실천율이 낮기 

때문에[4,10]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피임은 매우 중요한데, 올바르게 피임을 하지 않

았을 경우 임신으로 이어져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건강에 유해한 수

술을 받거나, 미혼모로 출산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13],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14]. 또한 여자 청

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성관계 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와 같은 성매개 감염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으며[12], 

음주 등과 같은 물질남용의 위험정도가 증가할 수 있고[15], 문제행동

의 양상도 남자 청소년과는 차별화되게 나타난다[3]. 따라서, 여자 청소

년을 대상으로 피임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피임실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물질사용의 범

주에서 약물[15-17], 음주[15,17] 및 흡연[17,18]과 같은 문제행동이 피임

실천 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음주 후 성관계

를 가지는 경우[9,15,17]나 첫 성경험 연령이 어린 경우[19,20]에도 피임

실천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외 보고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와 청소년들의 높은 성경험률[10,11]에 비

추어 보건데 국내 청소년과 동일선상에서 받아들이기 무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피임실천에 대하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를 활용한 연구가 두 편 보고되었다. 2013년 제9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

에서는 남 ·여와 중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피임실천 영향요인을 파

악하였지만[9], 해당 연구는 복합표본설계 적용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을 답보하지 못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

[21]. 2011년 제7차 자료를 이용한 보고에서는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기에 남 ·녀의 성행태[4,10]와 문제행동[3]에 대한 차이를 고

려할 때,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인종과 성별 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10,12],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화에 있어서 외국과는 차별화된 문화적 

맥락 속에 있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임에 대한 관련 요인들을 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22].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피임에 관한 연구는 

피임실천율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4,8]가 대부분이며, 피임실천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도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22], 성행태나 문제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미흡하였다[9].

이과 같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중요성을 견주어 볼 때, 피임실천 증

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22] 관련 요인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9]. 특히 여자 청소년의 성은 성경험, 성매매, 임신, 인공임신

중절수술, 미혼모 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찾아

보기 힘들다. 국가의 다음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

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6], 우

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임실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보건

정책 및 성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피임

실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성행태 특성, 문제

행동 특성, 피임실천율 및 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성행태 특성 및 문

제행동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23]

를 이용하여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차 자료를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행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제12차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16년 4

월 기준 전국 중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으며, 총 800개교(중학교 400개

교, 고등학교 400개교)의 재학생 67,9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

였고, 최종적으로 798개교, 65,528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은 96.4%였다.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 65,528명 중 

여자 청소년은 31,725명이었고, 이들 중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라는 문항에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피임

실천 문항에 답변한 경우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 분류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4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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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피임실천

피임실천은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라

는 문항에 ‘항상 피임을 했다’는 피임실천을 한 것으로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임실천을 하지 않은 것

으로 구분하였다. 피임실천에 대한 방법은 콘돔, 질외사정법, 먹는 피

임약, 월경주기법, 응급피임약 및 자궁내장치로 분류하였다.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도시규모, 학교급,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상

태, 거주형태로 구성하였다. 도시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학

교급은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중학교, 학교유형은 남녀공학 ·여학교

로 구분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상태는 상 ·중상은 ‘상’, 중은 ‘중’, 중

하 ·하는 ‘하’로 재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가

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성행태 특성

성행태 특성은 첫 성관계 연령, 학교 성교육 경험, 음주 후 성관계 경

험 여부로 구성하였다. 첫 성관계 연령은 ‘성관계를 처음 해 본 것이 언

제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초등학생 이하 ·중학생 ·고등학생

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성교육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

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경험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음주 후 성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경우는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문제행동 특성

문제행동 특성은 약물 경험, 흡연 경험, 음주 경험을 조사하였다. 약

물 경험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

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에 경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 음

주 경험은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를 경험한 것

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표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시행되었다. 모집단 층화 단계는 표본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해 44개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

집단을 132개 층으로 나누었다. 44개 지역군은 17개 시 ·도내의 시 ·군 ·

구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 지역으로 분류한 후, 지리적 접근성, 학교 

수 및 인구 수, 생활환경, 흡연율, 음주율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표

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7개 시도별로 중 ·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층화변

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

여 시 ·도, 도시규모, 지역군, 중학교는 남 ·여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남 ·

여 ·남녀공학,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학교 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 단계는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

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었다. 1차 추출은 층별로 모집단의 학교 명부

를 정렬한 후 추출간격을 산정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

였다. 2차 추출은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

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무작위로 배정된 자리에 앉아 1인 

1대의 컴퓨터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였다[23].

윤리적 고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05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가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23].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자료를 요청받아 이용하였으며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RB)에서 심의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KSU-17-03-001).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표본설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복합표본설계 계획파일은 2016년 

청소년온라인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층화(Strata), 집락(Cluster), 가중

치(W) 및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 정보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복

합표본 분석지침에 따라 성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분석은 이

들을 부모집단으로 선택한 후 부모집단 내에서 통계분석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

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성행태 특성, 문제

행동 특성, 피임실천율 및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둘째,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성행태 특성 및 문

제행동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차이는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CSGLM)과 복합표본 교차분석(Rao-

Scott χ2-test)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복합표본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확률 p < .05로 유

의한 변수를 투입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Con-

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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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 및 방법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항상 피임을 한 경우 34.0%, 대

부분 피임을 한 경우 15.3%, 가끔 피임을 한 경우 11.5%, 전혀 피임을 하

지 않은 경우 39.2%였다. 피임실천 방법은 콘돔 42.0%, 질외사정법 9.5%, 

먹는 피임약 4.9%, 월경주기법 1.9%, 응급피임약 1.7%, 자궁내장치 0.9% 

순이었다(Table 1).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차이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t= -4.38, p < .001), 학교

급(Rao-Scott χ2 =15.52, p < .001), 거주형태(Rao-Scott χ2 =12.55, p = .001)에 

따른 피임실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높은 경

우보다 낮은 경우에 피임실천이 낮았으며, 학교급이 특성화계 ·일반계 고

등학교인 경우보다 중학교인 경우에 피임실천이 낮았다. 거주형태는 가

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피임실천이 낮았다.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성행태 특성과 문제행동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차이

대상자의 성행태 특성과 문제행동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행태 특성 중 대상자의 첫 성관계 

Table 1. Contraceptive Use among Adolescent Girls  (N=743)

Variables Categories n weighted n weighted %

Contraceptive use Always
Often
Rarely
Never

247
116
84

296

12,539.42
5,642.92
4,248.81

14,455.79

34.0
15.3
11.5
39.2

Contraceptive method (n=447) Condom
Withdrawal method
OC
Rhythm method
ECP
IUD

300
74
38
15
14
6

15,476.15
3,512.46
1,798.51

682.92
621.01
340.10

42.0
 9.5
 4.9
 1.9
 1.7
 0.9

OC=Oral contraceptive pills;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UD=Intrauterine device.

Table 2. Comparison of Contraceptive 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ntraceptive use

Rao-Scott χ2 or t (p)No Yes

n (%) n (%)

Age (year) 15.61 ± 1.88 16.25 ± 1 .53 -4.38 (＜.001)

Location Large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Country area

246
208

42

(64.7)
(66.0)
(77.4)

134
98
15

(35.3)
(34.0)
(22.6)

 2.82 (.153)

School type (n=736)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Middle school

232
97

161

(61.1)
(64.8)
(77.7)

147
54
45

(38.9)
(35.2)
(22.3)

15.52 (＜.001)

School type by gender Coeducational school
Girls’ school

362
134

(68.2)
(60.7)

172
75

(31.8)
(39.3)

 3.84 (.066)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178
106
212

(66.0)
(60.8)
(68.9)

88
66
93

(34.0)
(39.2)
(31.1)

 3.28 (.202)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66
182
148

(63.5)
(65.4)
(69.8)

93
92
62

(36.5)
(34.6)
(30.2)

 2.13 (.406)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Apart from family

417
79

(63.6)
(81.8)

227
20

(36.4)
(18.2)

12.5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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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Rao-Scott χ2 = 68.11, p < .001)과 음주 후 성관계 경험(Rao-Scott 

χ2 =28.71, p < .001)에 따른 피임실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대상자의 첫 성관계 연령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경

우보다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 피임실천이 낮았으며, 음주 후 성관

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피임실천이 낮았다.

문제행동 특성 중 약물 경험(Rao-Scott χ2 =17.06, p < .001)에 따른 피

임실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약물 경험

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피임실천이 낮았다.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

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속변

수는 피임실천을 하는 경우 1, 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드화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차이검정에서 유의한 변수인 연령, 학교급, 거주형태, 첫 성

관계 연령, 음주 후 성관계 경험, 약물 경험을 선택하여 총 6개 변수를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투입된 독

립변수 중 첫 성관계 연령과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p < .001), 형성된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Nagelkerke 

R2)은 16.2%였다.

피임실천 여부를 개념별 승산비로 설명하면, 첫 성관계 연령이 초등

학생 이하인 경우보다 중학생인 경우에 피임실천은 3.28배 증가하였고

(95% CI =1.74~6.19), 고등학생인 경우에 피임실천은 6.18배 증가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ontraceptive Use according to Sexual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Characteristics  (N=74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ntraceptive use

Rao-Scott χ2 or t (p)No Yes

n (%) n (%)

Sexual behavior 
characteristics

Age at first intercourse 
(n=709)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57
172
143

(88.5)
(66.7)
(51.3)

23
80

134

(11.5)
(33.3)
(48.7)

68.11 (＜.001)

Received sex education  
at school

Yes
No

336
160

(65.6)
(66.8)

173
74

(34.4)
(33.2)

 0.10 (.787)

Sexual intercourse  
after drinking

Yes
No

189
307

(79.4)
(59.5)

53
194

(20.6)
(40.5)

28.71 (＜.001)

Problem behavior 
characteristics

Drug use Yes
No

55
441

(88.0)
(63.7)

8
239

(12.0)
(36.3)

17.06 (＜.001)

Smoking Yes
No

243
253

(68.7)
(63.7)

105
142

(31.3)
(36.3)

 2.04 (.159)

Drinking alcohol Yes
No

342
154

(63.9)
(71.3)

191
56

(36.1)
(28.7)

 3.60 (.107)

Table 4.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Use among Adolescent Girls  (N=743)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Age 1.06 0.85~1.32 .633

School type Vocational high school
High school
Middle school

0.76
0.94
1.00

0.31~1.89
0.40~2.19
　

.558

.889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Apart from family

1.15
1.00

0.58~2.28 .693

Age at first intercourse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6.18
3.28
1.00

2.99~12.77
1.74~6.19

＜.001
＜.001

Sexual intercourse  
after drinking

Yes
No

0.44
1.00

0.29~0.68 ＜.001

Drug use Yes
No

0.98
1.00

0.35~2.75 .968

Nagelkerke R2=.162;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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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2.99~12.77).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에 피임실천은 0.44배 감소하였다(95% CI = 0.29~0.68). 즉, 성경험이 있

는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은 성경험 시작 시기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

우보다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에 높았고, 음주 후 성관계 경험

이 있는 경우에 피임실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 감염병 등을 예방하고 이들의 성건강을 증진

시켜 다음 세대를 출산할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경험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34%였다. 앞서 시

행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 ·녀 

청소년을 합산한 피임실천율은 2007~2009년 25~28%, 2013년 26.8%였

고[8,9],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대부분 남자 청소년보다 낮았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은 평균보다 저조한 피임실천율을 보였다[4,8,10]. 

여자 청소년만의 피임실천율을 살펴보면, 2007~2009년 21.4%, 22.7%, 

23.3%였고[8], 2013년 중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보고한 연구에서는 여

자 중학생 17.7%, 여자 고등학생 32.3%였다[9]. 선행연구와 견주어 보건

데, 2016년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과거와 비교하여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

이나 선진국의 피임실천율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높은 수

치로 보기 어려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청소년건강위험행태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y, YRBS) 보고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생 9~12학년은 마지막 성관

계시 콘돔을 사용한 피임실천율이 2013년과 2015년 52.0~53.1%로

[10,11] 과반수 이상의 여학생들이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와 비교

하였을 때,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의 피임실천율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전혀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9.2%를 

대상으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피임방법인 질

외사정법, 월경주기법, 응급피임약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13.1%였다. 

이와 같은 경우도 피임실천율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여자 

청소년의 피임성공 여부는 통계수치보다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가족성장국가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SFG) 보고에서

는 2006~2010년 15~19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임방법의 효율성

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 응답자 

중 고도 피임법(자궁내장치, 호르몬 피임법 등) 59.8%, 중등도 피임법

(콘돔) 16.3%였다. 이는 76.1%가 중등도 이상의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17.9%에 불과하였다[24]. 우리나

라 여자 청소년에게 피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피임방법

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성매개 감염병의 우려가 낮은 올

바른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첫 성관계 연령과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여자 청소년의 

첫 성경험 시기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보다 중학생인 경우에 피임실

천이 3.28배, 고등학생인 경우에 6.18배 높았다. 역으로 말하면, 첫 성경

험 시기가 어릴수록 피임실천율은 저하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 시

기 혹은 이전에 성경험을 한 경우에 피임실천율은 11.5%에 불과하였

고, 중 ·고등학생 시기에 성경험을 한 경우 피임실천율은 33.3~48.7%로 

나타나 그 차이가 확연했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2013년 제9차 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석하였는데, 남 ·녀 청소년을 합산한 차

이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9], 복합표본설계 적

용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통계적 신뢰성을 답보하기 어려우며, 본 연구

와 같이 여자 청소년만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수평적인 비교에 어려움

이 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2006~2008년 가족성장국가조

사(NSFG)에서 15~44세 가임여성은 첫 성경험 연령이 15세 미만인 경

우보다 18세 이상인 경우에 항상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1.93배 높았

다[19].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거주하는 18~26세 스칸

디나비아 여성(Scandinavia woman)들은 첫 성관계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에 피임을 하지 않을 위험이 1.4배 증가하였기에[20] 본 연구와 동

일한 맥락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이 낮을수록 피임

실천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성경험을 가

급적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대단위 조

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수치화하였다. 성에 대해 갈수록 개방 시 되

는 사회 풍조 속에서 아동의 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 예

방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가치관에 대

한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도록 하고, 성적 실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 및 성경험에 대한 가치, 책임, 권리 등을 포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피임

실천 정도가 0.44배 감소하였으므로, 여자 청소년의 음주 후 성관계 경

험이 피임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성관계가 피임실천에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도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보고하였다[9,15,17].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 ·녀 청소년을 합산하여 

음주 후 성관계 경험과 피임실천 정도에 대한 차이 검정을 시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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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9]. 14~18세 미국 여자 청소

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흡연, 약물 등 물질남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s)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

수의 대상자를 가지는 등의 위험 성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입증된 것[17]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수평적 수치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된 선행연구가 나타나지는 않았다[9,15,17]. 대부분의 연구자

들이 음주 후 성관계가 피임실천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여기고 있으

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일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8,25]. 본 연구는 통상적인 가설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물[15]이나 마리화

나[16]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음주가 물질남용에 주요한 원인

이며, 사회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

진다[2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의 피임실천율이 저조하다

는 사실과 첫 성경험 시기가 어린 경우와 음주 후 성관계를 가지는 경

우에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이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부터 올바른 성건강 증진 중재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들

에 대해서는 통합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 여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성과 피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

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며[27], 특히 실제 상황에서 피임을 적극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

름에 맞추어 여자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적절히 반영한 효율적인 맞춤

형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일반적인 성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중재를 통하여 아동

의 성건강을 증진시키고 피임실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Salam 등은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하여 통상적인 성에 대

한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피임방안 및 성 관련 상담(counseling)을 

제공하는 중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지식과 피임실천을 증가시키

며, 청소년 임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28]. 여자 청소년에게 적

용할 수 있는 중재로는 또래집단이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중재, 학

교기반 중재, 상담, 웹 기반 및 가정방문교육, 금욕중심교육(abstinence-

focused education), 응급피임약 사용, 콘돔 배포 등이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

문에 국내 여자 청소년에게 적합한 중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은 미국 등과 비교하여 성경험률이 현저하게 낮

기 때문에[6-11] 응급피임약 사용이나 콘돔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첫 

성경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

기의 성적 경험이나 문제행동이 호기심이나 또래와의 유대감을 위하

여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29]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래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기반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

이다. 또한 이때 적절한 성 관련 상담을 활용한다면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건강 증진 중재를 제공할 때에는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초등학교 저

학년에서는 이른 성경험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동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피임 수행 등의 실질적인 실천항목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켜 

활용도가 높은 성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3].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음주나 흡연, 성관

계 경험, 음주 후 성관계 경험 비율 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건강관리

에 취약하므로[30]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피임실천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지식, 태

도 및 부모관계 등[9]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를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여자 청소년

의 피임실천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

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이 

일반적인 이성애자가 아닌 청소년 혹은 다수의 성관계 대상자가 있는 

것과 같이 위험 성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성적행동 양상이 차

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피임실천 양상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여자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며, 저출산 시대의 가임기 여성으

로 성장하게 되므로 이들의 성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성관계는 임신, 미혼모, 성매개 감염병 등의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성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

로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34%였으나, 전혀 피임을 하지 않는 경

우도 39.2%였으며, 정확성이 낮은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 응급 피임약 

등을 이용하는 비율도 13.1%였다.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 영향요인은 

첫 성관계 연령과 음주 후 성관계 경험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첫 성관계 연령이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경우 피임실천율이 높았으며,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피임

실천 정도가 감소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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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인 피임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요구되며, 성교육을 시행할 때 

성에 대한 지식 이외에 가치,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교육하고 성경험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경험과 관련된 행동들은 

다른 문제행동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통합적 중재의 적용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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