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말인류를위협하는가장심각한전염병중하

나였던 에이즈(AIDS)는 현재 평생 관리해야 할 만성병

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의

보건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

된이래 30여년이지난 2015년 말까지전세계적으로약

일 지역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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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고자 시행되었다. B시 일 종합대학교의 남학생 323명을 편의표집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ANOVA, Pearson 상관
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있으며,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
기통제감 점수도 각각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 낙관적 편견, 자기통제감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과 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에 대한 예측변수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이 유의하
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관련 변수에 대한 반복 연구와 다양한 집단의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 AIDS knowledge, self esteem, sense of control and optimistic 
bias affect condom use among male college students. The survey was done among 323 male students within a 
university in B city and analyzed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ents had optimistic bias regarding AIDS, and the scores on the AIDS knowledge, 
self esteem, and sense of control were all rated high. Self esteem and sense of control, sense of control and 
optimistic bias, sense of control and condom use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condom use 
on with casual sex partners and with steady sex partner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lf esteem 
and sense of control were predictors of condom use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Additional 
studies among various groups should be follow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condom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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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 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감염인으로 살아가는 사

람은 3,670만 명으로 추정된다[1]. 우리나라는 1985년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된 이후 2015년까지 누적 내국인 감염

인 10,502명과 2015년 신규감염인 1,152명 중남자 1,080

명 여자 72명으로 보고되었다[2]. 우리나라의 HIV 유병

률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나, 세계보건기구

의최근추산에따르면실제감염인수가등록된수보다

약 3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3,4]. 초기의 감염 양

상은외항선원이나성매매여성과같은고위험군에의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계층으로확산되며토착화되었고, 2000년대후반들

어서는 감염자의 배우자, 청소년층, 노년층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는에이즈치료약의개발및보급, 예방

운동의 효과로 2015년 신규 감염이 2001년 보다 38% 감

소하였고, 에이즈 관련 사망자도 가장 높았던 2005년에

비해 47% 감소한데비해[5], 우리나라의경우는신규 감

염인수가계속증가할뿐아니라낮은연령대의증가율

이높아지고있으며[6], 전체신규감염인의약 75% 이상

을 20∼40대가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20대 감염인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7]. 한편 미국에서도 전

체HIV 감염인의 26%가 13∼24세의젊은이들이고이연

령대에서만 매달 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데

HIV에 감염된 10∼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신의 감

염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8], 이러한감염사실

을모르는사람들이새로운감염의 54∼70%를일으킨다

[3]. 또 감염인의 HIV와 관련된평생의료비는 385,200∼

618,900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9].

HIV 감염의전파경로는성접촉, 오염된주사기의공

동사용, 모자감염, 오염된혈액및혈액제제의수혈, 의료

행위 중 감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염경로가 밝혀

진 감염자 중 98%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한 것이다[2]. 성

접촉을 통한 HIV 전파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위

험성행위의억제, 성매개감염질환의예방과치료, 그리

고콘돔사용을장려하는것이다. 하지만콘돔사용의경

우 알려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남·여모두실질적인사용률은매우낮은것으로보고되

고있는데[10-13], 콘돔을불규칙하게사용하거나사용하

지않을경우매번사용하는경우에비해HIV 감염위험

이 10∼20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14].

대학생 연령층은 이성교제가 자유롭고 사회적으로도

성에대한인식이점차개방되어성활동빈도가증가하

고 있고 최근 선행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첫

성관계연령이낮아지는것으로보고되었는데이에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저조한 실정이다[12,15].

에이즈 지식은 에이즈와 관련된 여러 상황 안에서

HIV/AIDS에 대한교육이나경험을통하여개인이얻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뜻한다[16]. 이는 질병 예방대책의

중요한전제조건이므로대부분의국가정책프로그램에

서는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6-18].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지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보면대상자들의전반적인지식수준은낮지않으

나감염경로와치료에대한지식수준이상대적으로낮았

다[12]. 한편 Fisher 등은 에이즈 지식과 예방 행동 사이

에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19], 질병

에 대한지식이예방행동에이르게되는과정에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위기 지각이다[20,21]. 위기 지각(Risk

Perception)은 건강 행동 이론에서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이 많아

지면 질병으로 인한 위기를 지각하게 되어 적절하게 행

동을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22-26]. 그러나 최근 에

이즈지식과위기지각의관계에대한체계적문헌고찰

연구에서는선행연구들의결과가일치하지않음을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위기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낙관적 편견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16].

낙관적 편견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신

체적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

다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27]. 이는 위기사건에 대한 지

각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예방적 행위나 의학 처방을

이행하지않는등건강행위에부정적인변수로이해되어

왔다[28,29]. 낙관적 편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활발하게진행되어에이즈, 성병, 암, 임신, 흡연, 음주및

약물 남용, 폭력 및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반

면 국내의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30,31]. 에이즈 감

염가능성에대한낙관적편견을조사한국내외선행연

구들은대상자들의낙관적편견이존재하는것으로보고

하고있으나[12,32-36],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에이즈에

대한낙관적편견과건강행위의관계에대한연구보고

는 없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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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태도를의미한다[37]. 이는사고, 정서, 행동, 계획

에영향을미쳐서자아존중감이높은사람은긍정적이고

낙천적인생각과신념을가지고[38-40], 건강행위에도영

향을 주며[41] 낙관적 편견의 관련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32,33,42].

자기통제감은개인이자기에게일어나는일을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42], 선행 연구자들은 위

기사건에대하여자신이통제할수있다는생각이클수

록 낙관적 편견이 커지고[27,32,33], 건강증진 행위의 관

련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43]

최근 국내에서도 에이즈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

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에이즈와 관련한 정신적, 심리

적요인과실제적감염예방행동인콘돔사용과의관계

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에

이즈예방을위한중재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로사

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연구의목적은남자대학생들의에이즈지식,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

다.

1)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

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

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

제감, 낙관적편견이콘돔사용에미치는영향을파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의 일 종합대학교의 1학년부터

4학년에재학중인남학생으로연구자가학교를방문, 연

구시행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 프로그

램에서 상관관계분석의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

력 .95로 하였을 때 134명이었다. 성관계 유경험율을 고

려한참여자 340명의설문지중응답이불충분한 17부를

제외하고 323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에이즈 지식
에이즈 지식의 측정은 유엔에이즈와 질병관리본부에

서 개발한 문항을 참고하여, 국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13개문항설문을사용하였다[13,32,44]. 정답에 1점을부

여하여최소 0점부터최대 13점으로산출하며점수가높

을수록 에이즈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KR-20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KR-20에 대

한 신뢰도는 .61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

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자신이또래의학생들에비해합리적인가, 책임감있

는가, 윤리적인가’의 3개문항으로측정하는도구를사용

하였다[32,33,42]. 7점 Likert 척도로되어있으며, 개발당

시 Cronbach's alpha값은 .83이었고, 본연구에서는 .90이

었다.

2.3.3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은개인이자기에게일어나는일을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불건전한 성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묻는 2개 문항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32,33,42].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값은 .60이었고본연구에서는 .75이었다.

2.3.4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
낙관적 편견을 측정하는 도구는 Weinstein이 개발한

단일 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27]. 이 도구는 국내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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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대적

판단지표이며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대학생들

과 비교해서 내가 에이즈를 경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

다고보십니까?”로문항을구성하였다[28,29,32]. 본문항

은 7점척도이며, 응답자들의반응평균치가척도의중간

점수(4점)를 나타내면 낙관적 편견은 없는 것이며, 중간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면 낙관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

으로해석될수있고, 점수가클수록낙관적편견이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2.3.5 콘돔 사용
콘돔사용의측정은질병관리본부에서개발한도구를

사용하였다. 콘돔사용은성파트너의종류에따라그의

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

정적인 성 파트너와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12]. 구체적문항은대상자의성관계유무, 지

난 1년 동안의 성관계 유무,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비고

정적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유무, 그에 따른 콘돔 사용

빈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콘돔 사용 빈도는 매

번(항상 사용, 4점), 자주(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이상

사용, 3점), 가끔(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이하 사용, 2

점), 거의 사용하지 않음(1점)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연구의자료수집은 B 광역시일종합대학의공과

대학에재학중인전학년남학생을대상으로각학년당

한 반을 임의 선정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목적과설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료수집

에대한승인을요청하여총장의승인을받았다. 학교담

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요령

과주의사항및참여자의익명성과비밀보장에대해사

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

에게만설문지를배포하였다. 설문지에는표지를만들어

본인이외에는설문응답내용을볼수없도록하였고표

지에는 연구 목적과 설문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 본인이

원할경우설문에참여하는중간에라도그만둘수있음

을 명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직접 응답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함과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만 보관하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 전량 폐기할 계획

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기입 방식

으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0.0 Program을이용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서빈도분석과기술통계량을사용하였고, 학년과연령에

따른 그룹 간 제 변수들의 차이 확인은 ANOVA와 사후

검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파악은 Pearson’s Correlation, 독립변수들의다중공선성

을확인한후콘돔사용에미치는제변수들의영향은다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 정도와 집단 간 차이
본연구의대상자수는총 323명으로평균연령은 21.8

(±2.2)세로, 1학년 104명(32.2%), 2학년 96명(29.7%), 3학

년 80명(24.8%), 4학년 43명(13.3%)이었다. 대상자들의

에이즈 지식 정도는 13점 만점에 평균 9.87(±1.87)점, 자

아존중감은 5.45(±1.23)점, 자기통제감은 5.55(±1.33)점,

낙관적 편견은 5.48(±1.47)점으로 각각의 평균값들이 중

간 값인 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제 변수들

의집단간차이에서는비고정적성파트너와성관계시

콘돔사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Duncan 방

법에의한다중비교결과대학교 2,3,4학년이대학교 1학

년보다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른분석

에서는에이즈지식점수가 21~22세 그룹이 20세이하그

룹 보다 높았다<Table 1>.

에이즈 지식의 경우“에이즈 감염인과 주사기를 같이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에

이즈에걸렸을수있다” 항목은 90.0% 이상의높은정답

률을 보였으나, “에이즈는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

다”(42.4%), “에이즈에걸린엄마의젖을먹은아이도감

염될수있다”(62.5%) 항목은낮은정답률을보였다. “성

관계시항상콘돔을사용하면에이즈를예방할수있다”

항목은 66.3%의 정답률을 보였다<Table 2>.

대상자들의 성관계 유경험 비율은 61.6% 으로, 그 중

최근 1년 이내에성관계를가진비율은 78.4%였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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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애인 등이 아닌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를 가진 적이 있는 대상자 비율은 30.8%였으며, 비고정

적인성파트너와의성관계시콘돔사용비율은항상사

용 37.5%, 자주(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 이상) 사용

16.7%, 가끔(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이하) 사용 12.5%,

거의 사용하지 않음 33.3%로 나타났다.

한편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시 콘돔 사용 비율

은항상 37.8%, 자주 23.7%, 가끔 11.5 %, 거의사용하지

않음 21.8% 이었다.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

에 대해서 응답자의 75.4%가 피임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13.1%는 성병이나기타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Table 3>.

3.2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 콘돔 사용간의 상관 관계
최근 1년 이내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 156명을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감(r=.72, p<.001), 자기통제감과 낙관적 편견(r=.25,

p=.002), 자기통제감과고정적인성파트너와의성관계시

콘돔 사용(r=.21, p=.011),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

Variables n(%)
AIDS Knowledge Self-Esteem Sense of Control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1(a) 104(32.2%) 9.59±1.86
1.170
(.321)

5.55±1.10

1.974 (.118)

5.60±1.27
0.919
(.432)

2(b) 96(29.7%) 10.01±1.98 5.22±1.29 5.38±1.41
3(c) 80(24.8%) 10.00±1.73 5.47±1.36 5.59±1.40
4(d) 43(13.3%) 10.02±1.84 5.71±1.06 5.75±1.13

Age

≤ 20(e) 106(32.8%) 9.52±1.79
2.665
(.048)
f〉e

5.56±1.11

0.386 (.763)

5.60±1.31
0.131
(.942)

21~22(f) 74(22.9%) 10.27±1.83 5.38±1.17 5.52±1.26
23(g) 71(22.0%) 9.77±1.92 5.42±1.32 5.49±1.39
≥24(h) 72(22.3%) 10.04±1.85 5.40±1.38 5.59±1.38

Total Score 323 9.87±1.87 5.45±1.23 5.55±1.33

Variables n(%)
Optimistic Bias Condom Use 1 Condom Use 2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1(a) 104(32.2%) 5.48±1.49
0.202
(.985)

1.58±1.16
4.046 (.013)
b,c,d 〉a

2.46±1.41
1.431
(.236)

2(b) 96(29.7%) 5.55±1.35 2.75±1.18 2.89±1.17
3(c) 80(24.8%) 5.51±1.52 2.89±1.27 3.02±1.09
4(d) 43(13.3%) 5.34±1.59 3.18±1.17 2.67±1.15

Age

≤ 20(e) 106(32.8%) 5.61±1.40
1.241
(.295)

1.60±1.26

2.658 (.060)

2.68±1.35
0.959
(.414)

21~22(f) 74(22.9%) 5.24±1.43 2.85±1.14 2.78±1.15
23(g) 71(22.0%) 5.42±1.59 2.82±1.33 3.07±1.16
≥24(h) 72(22.3%) 5.64±1.45 2.86±1.23 2.68±1.16

Total Score 323 5.48±1.47 2.58±1.30 2.82±1.19
Condom Use 1: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Condom Use 2: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Table 1> AIDS Knowledge, Self-Esteem, Sense of Control, Optimistic Bias, and Condom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23)

Questions Correct Answer(%)
A person can get HIV by kissing with an HIV-positive person (False) 215(66.6%)
A person can get HIV by sharing a toilet with an HIV-positive person (False) 241(74.6%)
A person can get HIV by eating and drinking from the same plate or glass of an HIV-positive person (False) 231(71.5%)
A person can get HIV by sharing needle or syringe (True) 301(93.2%)
A person can get HIV from mosquito bites (False) 137(42.4%)
A person can reduce the risk of getting HIV by using a condom every time they have sex (True) 214(66.3%)
A healthy-looking person can have HIV (True) 317(98.1%)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HIV die within a several months (False) 271(83.9%)
An HIV-infected pregnant woman can pass HIV to her newborn baby (True) 275(85.1%)
A mother with HIV can pass it on to her baby by breast feeding (True) 202(62.5%)
An HIV-infected person, if there is proper treatments, can live for 20 years or more (True) 267(82.7%)
A person can get HIV by living in school with someone who is infected (False) 244(75.5%)
Only homosexuals need to worry about contracting AIDS (False) 269(88.3%)

<Table 2> Correct Answer Rates of AIDS Knowledge Questions                                   (N=323)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256

관계시콘돔사용정도와고정적인성파트너와의성관

계시콘돔사용정도의관계(r=.78, p<.001)는 각각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3.3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 변수들이 연구대상자의 콘돔 사용

정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을조사한결과공차한계는 .63~.99(콘돔사용 1), .48~.99

(콘돔 사용 2)와 분산팽창인자(VIF) 1.0~1.6(콘돔사용 1),

1.0~2.1(콘돔 사용 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

Variables
AIDS Knowledge

r(p)
Self-Esteem
r(p)

Sense of Control
r(p)

Optimistic Bias
r(p)

Condom Use1
r(p)

Self-Esteem .003(.967)

Sense of Control -.029(.718) .722**(<.001)

Optimistic Bias -.094(.245) .113(.160) .248**(.002)

Condom Use 1 -.028(.851) -.011(.939) .231(.114) .124(.401)

Condom Use 2 -.097(.243) .015(.860) .208*(.011) .149(.072) .776**(<.001)
* :p<0.05, **:p<0.01
Condom Use 1: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 Condom Use 2: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mong the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within Last 12 months                                                             (N=156)

Contents n(%)

Ever had sexual intercourse

Yes 199(61.6%)
No 111(34.4%)
No answer 13(4.0%)
Total 323

Had sexual intercourse within last 12 months

Yes 156(78.4%)
No 43(21.6%)
No answer 0
Total 199

Had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within last 12
months

Yes 48(30.8%)
No 104(66.7%)
No answer 4(2.5%)
Total 156

Used condom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within last 12 months

Always* 18(37.5%)
Often† 8(16.7%)
Occasionally‡ 6(12.5%)
Rarely§ 16(33.3%)
No answer 0
Total 48

Used condom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Always* 59(37.8%)
Often† 37(23.7%)
Occasionally‡ 18(11.5%)
Rarely§ 34(21.8%)
No answer 8(5.1%)
Total 156

Reasons for condom use

Contraception 150(75.4%)
To prevent STD or other diseases 26(13.1%)
No answer 20(10.0%)
Other 3(1.5%)
Total 199

*Always: at all times †Often: more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sex
‡Occasionally: less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sex §Rarely: almost not use

<Table 3>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and Condom Use                                        (N=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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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회귀분석결과는첫째, 비고

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콘돔사용정도(종속변수

1)는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수준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서, 독립변수들이이종속변수를설명하지못하는것으

로나타났다. 둘째, 고정적인성파트너와의성관계시콘

돔사용정도(종속변수 2)는낙관적편견과에이즈지식을

제외한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이유의하게기여하는것

으로나타났고(F=3.54, p=.009), 약 9%의설명력(R2=.090)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위한것이다. 연구의대상자는 B시일종합대

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323명으로 평균 연령은

21.8(±2.2)세, 성관계유경험율은 61.6%이었다. 이는국내

선행 연구 보고서의 2002년 성 경험율 48.3%, 2004년의

49.6%, 2010년의 57.6% 보다높은비율로조사년도에따

라 성경험을 한 학생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그 중 최근 1년 이내에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대상자 156명의 30.8%가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

관계를가진적이있다고답하였는데이는질병관리본부

보고서의 20대응답자 15.7% 보다높은비율이며[12], 이

들 중 37.5%만이 성관계 시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는국내여러선행연구결과[10-13,46]와 같

이 대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콘돔사용증진을위한중재가시급함을시사한다.

에이즈 지식 점수는 13점 만점에서 평균 9.87±1.87로

나타나 100점 만점으로환산하면 75.92점이었다. 이결과

는 2013년도질병관리본부보고서의 20대지식수준점수

(75.46점)와비슷하며[12], 2003년 Park의 48점에비해서

는증가하였다[47]. 그러나문항중 “성관계시항상콘돔

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정답률 66.3%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의 89.7%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2010) 80.0%, 자메이카

(2012) 86.6% 등과 같은다른나라의결과와비교하여도

낮은점수이다[12]. 또 “에이즈감염인과키스를하면에

이즈에감염될수있다” 문항은 66.6%, “에이즈는모기에

물리면감염될수있다”문항은 42.4%의 정답률을보였는

데, 대상자들은에이즈감염경로와예방방법에대한충

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최근 Kim의 대학생

의 에이즈 예방 인식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상자들

의지식과정보의부족을보고하였는데[48], 이러한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의 부족은 기존 성교육 정

규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내 고등학생 성

교육 관련 교과 내용 연구에서 Won은 성교육의 내용이

인간관계와인간발달에편중되어성병과에이즈등의내

용은포함되어있지않고성교육주제항목수준도초등

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입

시위주교육의영향으로절반이상의성교육관련교과

가 1학년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49]. 그뿐 아니

라대학에서도보건교과목이교양선택과목으로되어있

어 일부 학생들만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규교육을

통하여에이즈에대한정보를얻은경우는 38.9%에불과

하였다[50].

본 연구에서 에이즈 지식은 콘돔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외 많은 선행 연구들

도질병감염에대한개인적우려와질병의예방에대한

지식은 질병 예방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에이즈에

대하여도 위의 가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많

은 연구에서 에이즈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안전한 성

적행동과관련이없거나그영향이미미한것으로보고

되었다[13,33,51-57]. 연구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 개인이

에이즈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지식과

Variables
Condom Use 1 (N=48) Condom Use 2 (N=148)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865 1.549 1.203 .235 2.482 0.756 3.283 .001

AIDS Knowledge -0.035 0.111 -0.046 -0.318 .752 -0.053 0.053 -0.080 -1.005 .317
Self-Esteem -0.271 0.198 -0.249 -1.371 .177 -0.225 0.106 -0.240 -2.132 .035

Sense of Control 0.387 0.194 0.363 1.997 .052 0.318 0.103 0.356 3.088 .002
Optimistic Bias 0.092 0.131 0.104 0.701 .487 0.064 0.068 0.078 0.941 .348

F=1.206 p=.322 R2=.101 F=3.536 p=.009 R2=.090
Condom Use 1: on sexual intercourse with casual sex partners, Condom Use 2: on sexual intercourse with steady sex partner

<Table 5> Predicting Factors on Condom Use among Mal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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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념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위기를 정확하게 지

각하지 못하게 되어 예방 행위까지 이르지 못하며[16],

또 일반 학교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전달

은 에이즈 위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보

고하였다[19]. 또 청소년들은 에이즈가 심각한 질병이라

고인식하면서도개인이지각하는질병의민감성에는개

인차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8].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에이즈 지식과 콘돔 사용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대상자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일반 지식은 있

으나 이 지식이 실제 성행동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비고정적

성파트너와성관계시항상콘돔을사용한다고답한응

답률(37.5%)과 고정적성파트너와성관계시콘돔을항

상사용한다(37.8%)고 한응답률이차이가없고, 콘돔사

용 이유에 대한 응답자 다수(75.8%)가 피임이 목적이라

고 답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은 콘돔을 질병 예방보다

는 피임의 수단으로 더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상

술한 바와 같이 에이즈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자신과 무

관한질병이라고생각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 행동과 예방법이 무엇인

지 대상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

강행위를할수있도록성교육의내용과방법을보완하

여야하며콘돔사용증진과같은안전한성행동전략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는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사용 정도 점수가 대학교 2,3,4

학년이대학교 1학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연령에

따른분석에서는 21~22세집단이 20세이하집단보다에

이즈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성경험을 한 남자대학생이 증가했다[45]는 선행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성경험이 많아질수록 성지식

과 안전한 성행동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본연구에서두변수간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

하지 않았다.

에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은 5.48(±1.47)점으로 중간

값인 4점보다높아본연구의대상자들도낙관적편견을

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국내외다양한집단에서의

선행연구결과와같았다[12,13,33-36,42]. 또낙관적편견

의관련요인으로자아존중감과자기통제감을조사한결

과, 자아존중감과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낙관적편견

이정적상관관계를보여국내외다른연구결과와일치

하였다[32,33,42].

Weinstein은개인이자기에게일어날수있는일을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커진다고 하

였는데본연구에서도이주장은지지되어[27], 대상자들

은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불건전한 성생활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낮

게 인식하였다. 낙관적 편견과 건강행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구에서 진행되어 위기 지각이 낮은 것을 의미하

는낙관적편견이건강행위의부정적인요소로보고되어

왔는데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함께 보

고되고있다[28,29,35,36,59-61]. 그러나본연구에서는에

이즈에 대한 낙관적 편견과 콘돔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의 의미도 대

상자들의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 목적이 아닌 대부분

피임 목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여러 선행 연

구중이들변수와성행동을함께분석하여보고한결과

가 없어 향후 다양한 집단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또

건강 행위를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 즉 위험 성행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낙관적 편견을 조사하여 콘돔 사

용과의관계를확인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과 고정

적인성파트너와성관계시콘돔사용의상관관계는매

우 밀접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콘돔

사용 성향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Park 등의 연구에서도 콘돔 사용 상대자가 특정인에게

국한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집단인 경우에 콘돔을 사

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62].

콘돔사용에영향을미치는본연구의제변수들을살

펴본결과고정적인성파트너와성관계시콘돔사용에

자아존중감과자기통제감이유의하게기여하며, 본연구

의 4개독립변수로종속변수의변이중약 9%정도를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성 파트너 75.4%가 여자친구이고, 이 경우 콘돔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데[57], 우리나라 여

학생의 임신 중절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45] 현

상황에서 피임을 위한 콘돔 사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두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에이즈 혹은 성병 감염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인비고정적성파트너와성관계시콘돔사용에대

하여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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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염두에 두지 않

은콘돔사용에대한인식과목적의차이에기인한것으

로보이지만차후콘돔사용을종속변수로한반복연구

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는일지역남자대학생 323명을편의표집하여

대상자중지난일년동안성경험이있는대상자 156명

에 대한연구결과이므로이결과를일반화할때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에이즈 감염률

이빠른증가를보이는현시점에서제변수들과실제예

방 행위인 콘돔 사용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고함으로써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참고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 성

관계 뿐 아니라 에이즈 감염 위험 성행동과 건강행위에

영향을미치는심리적, 성적, 사회적인여러변인들에대

한광범위한연구가다양한지역과집단에서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낙관적 편견이 HIV 감염의 예방적 건강 행

위인 콘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에이즈 예방

을위한중재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로사용하기위

하여 시도되었다. 남자 대학생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있으며, 에이즈 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통

제감점수도각각높게나타났다. 집단간차이에서는대

학교 2,3,4학년의 비고정적 성 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점수가 대학교 1학년 보다 높았고, 에이즈 지식 점

수에서 21~22세 집단이 20세 이하 집단 보다 높았다. 자

아존중감과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낙관적편견, 자기

통제감과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

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 사용과 비고정

적인성파트너와성관계시콘돔사용이정적상관관계

를보였다. 고정적인성파트너와의성관계시콘돔사용

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이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비고정적인 성 파트너와의 성관계 시

콘돔사용에는제변수들의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점수는낮지않으나감염경로와위험성행위, 예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안전하지못한성행위에노출되어있으며콘돔

사용은 대부분 피임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이

즈감염예방을위한포괄적인접근전략에서콘돔사용

을증진시키는것은매우중요한요소이고이를위한중

재프로그램은콘돔사용과관련한심리적, 성적,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향후 에이즈 감염의 예방적 건강 행

위인콘돔사용과관련된여러변수들에대하여반복연

구와 다양한 집단의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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