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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U시의 간호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r=0.357, p<0.001)에 유의한 상관이 있고, 피
임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β=0.356, p<0.001)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을 높이기 위해 피임태도의 정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지식, 피임태도, 성인지 감수성, 성인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knowledge and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ensitivity of the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9 
nursing students from November 2019 to December 2019 at U city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ontraceptive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ender 
sensitivity(r=0.357, p<0.001), and it was the factor that affected gender sensitivity(β=0.356, p<0.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d apply the programs to enhance the gender sensitivity for the 
nursing students, and the college and the government support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contraceptive attitude.
Key Words :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gender susceptibility, sexual perception, nursing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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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법조계를 시작으로 여러 계층에서 발생한 성
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
로 퍼져 나갔다. 정치인의 성접대,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
한 기사들은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1] 병원이라
는 환경에서도 성희롱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
정이다[2]. 이러한 사건들과 함께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
게 된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
이나 유명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성인지 감수성
의 부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나타
나고 있다[3].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성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 성지식이나 피임과 같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지식은 개인이 알아야 하는 성과 관련된 지식의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성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준다[4].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
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5]. 성교
육을 통한 성지식의 향상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
학생을 대상으로도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시기는 자유로운 이성교제
와 개방된 성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성과 관련
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6]. 그러
므로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화된 성교육이 대학이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며 성지식의 정도와 성지식을 높이는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피임은 임신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7]. 원하지 않
는 임신으로 인한 결과는 산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생아의 출생이나 출생한 신생아의 양육환
경의 부재로 인한 입양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도 한다[7]. 피임태도는 피임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며 개인이 피임실천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된다[8]. 이러한 피임태도는 여러 가지 교육적, 그
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9]. 
그리고 피임태도의 정도에 따라 피임을 실천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자기 결
정, 파트너와 의사소통, 피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므로[11] 피임태도의 정도를 알아보고 피임태도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성가치관의 확립과 다양한 성 문제
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킬 수 있으므
로 중요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감지하는 능력으
로 성차별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와 그 차이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성차별과 성과 관련된 불평
등을 인지하는 능력은 말한다[12].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
서 사건을 보며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12]. 이와 같은 성
인지 감수성은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불감성이 만연한 
이 시대에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인들에게 필수불가
결하게 인지해야할 덕목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성인지 감수
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13]. 우
리 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를 산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14]. 이와 같
은 정부의 노력과, 매스컴을 통한 인식력 재고로 인해 성
차별과 성의식이 완화되고 전환되고 있지만[15] 아직까
지도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성차별과 성인
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한 성관련 범죄나 문제들이 계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감수
성의 의식화와 그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간호대
학생들은 졸업 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에 근무하
여 인간을 다룬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과 피임태도와 더
불어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고 간호대학
생들의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인지 감
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알아보며, 간호대학생들의 성인
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성인지 감
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
지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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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

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

지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피임태도, 그리
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
수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

지이며 대상자는 U시에 소재한 C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타과나 휴학생은 제외하였고, 본 연구
의 대상자는 169명이었다. 설문을 위해 기관의 허락을 
받고 학과 학과장과 면담하고 학과의 승인을 얻은 후, 연
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그리고 동의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명문과 동의서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
인정보와 조사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이외에 사용 되지 
않는 것과 비밀은 보장됨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
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
수를 2개 지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는 119명이었
고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69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지식
간호대학생의 성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호선민[16]이 

수정 보완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크게 생
식기, 임신 및 출산, 성건강, 성행위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문항의 세부적인 구성은 총 38문으로 생식기
(8문항), 임신 및 출산(9문항), 성건강(12문항), 성행위(9
문항)이었다. 문항의 내용이 맞을 경우 ‘그렇다’, 아닐 경
우 ‘아니다’, 모르는 경우 ‘모르겠다’에 표기하도록 하였

다. 문항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한 경우 1점, 틀리거
나 모르겠다로 표기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alpha=.774이었다.

2.3.1 피임태도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황신우

[10]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보호요인(2문
항), 성교방해요인(6문항), 이미지요인(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12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9이었다.

2.3.2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은 이진영[12]이 개발한 젠더감수성 측

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12문항), 자기성찰(9문항), 비폭력
(8문항), 감정이입(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1항목
을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진영[9]의 연구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의 Cronbach's α.= .835, 자기성찰 Cronbach's 
α.= .690, 비폭력 Cronbach's α.= .624, 감정이입 
Cronbach's α.= .745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8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피임

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에 대하여 서술적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
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t-test와 ANOVA
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분석을 하였다. 성지
식, 피임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성인지 감수성
에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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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 학생이 35명(20.7%), 2학년 
학생이 42명(24.9%), 3학년 학생이 43명(25.4%), 4학년 
학생이 49명(29%)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성별은 여자
가 130명(76.9%)으로 남자의 43명(25.4%)보다 많았다. 
거주의 형태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106명(62.7%)

로 가장 많았고 자취 37명(21.9%) 그리고 기숙사 거주가 
25명(14.8%)로 그 뒤를 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님
의 성 태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80명(47.3%)로 가장 많았고 폐쇄적이 58명(34.3%), 개
방적이 31명(18.3%)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들의 현재 교

n
(%)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Gender Susceptibility
M±SD t or F(P), 

Sheffe M±SD t or F(P), 
Sheffe M±SD t or F(P), 

Sheffe

grade

1a 35(20.7) 23±5.96 15.718(<.001) 1.98±0.49 2.331(0.076) 3.3171±0.47 4.327(0.006)
2b 42(24.9) 26.62±3.92 d>b,c>a 2.28±0.52 3.3034±0.58 c>d
3c 43(25.4) 27.21±5.71 2.06±0.50 3.4936±0.65
4d 49(29.0) 30.12±3.05 2.06±0.62 3.0652±0.55

gender male 39(23.1) 27.92±4.52 1.43(0.233) 2.33±0.56 9.718(0.002) 2.8941±0.53 25.41(<.001)
female 130(76.9) 26.77±5.48 2.03±0.53 3.403±0.56

Residence 
type

with family 106(62.7) 26.73±5.26 1.317(0.271) 2.06±0.49 1.487(0.220) 3.2876±0.61 0.325(0.807)
with relatives 1(0.6) 24±0 1.66±0 4±0
by own 37(21.9) 28.49±5.81 2.26±0.66 3.163±0.56
dormitory 25(14.8) 26.32±4.38 2.03±0.56 3.4297±0.48

parents' 
sexual attitude

opened 31(18.3) 27.23±5.93 2.137(0.098) 2.20±0.61 2.137(0.098) 3.2997±0.64 0.325(0.807)
middle 80(47.3) 26.08±5.35 2.05±0.50 3.3149±0.60
closed 58(34.3) 28.19±4.63 2.10±0.57 3.2439±0.55

Dating 
experience

present 69(40.8) 27.43±5.62 0.807(0.522) 2.18±0.57 0.840(0.501) 3.208±0.55 1.789(0.113)
not now but past 76(45.0) 26.74±5.30 2.03±0.53 3.4007±0.62
No experience 24(14.2) 26.41±4.07 2.10±0.55 3.1012±0.55

First 
experience of 
intercourse

middle school 2(1.2) 30±2.82 5.660(0.001) 2.54±0.17 4.284(0.006) 3.5±0.88 1.591(0.193)
high school 12(7.1) 30.25±4.15 2.48±0.65 3.0349±0.88
college 92(54.4) 27.87±5.19 2.14±0.55 3.244±0.56
No experience 63(37.3) 25.11±5.10 1.95±0.49 3.3871±0.55

First 
intercourse 
partner

boy friend or girl friend 97(57.4) 28.04±5.21 0.367(0.870) 2.19±0.57 0.341(0.887) 3.08±0.32 0.647(0.664)
friend 5(3.0) 28.2±3.76 2.25±0.57 3.2645±0.62
coworker 1(0.6) 30±0 2.5±0.549 3.3226±0.62
stranger 1(0.6) 32±0 1.66±0 3.4194±0
prostitude 2(1.2) 32±0 2.41±0 2.871±0
No experience 63(37.3) 32±4.159 1.83±0.49 3.9032±0.88

First 
intercourse 
motivation

with agreement and planned 32(18.9) 27.63±6.28 0.533(0.751) 2.07±0.55 2.191(0.061) 3.2026±0.50 1.820(0.116)
with agreement but not planned 57(33.7) 28.46±4.66 2.19±0.50 3.2286±0.59
partner's begging 8(4.7) 27.63±3.46 2.29±0.79 3.7056±0.75
Impulsively 3(1.8) 27±3.72 3.83±0.58 2.9355±0.80
drunken status 6(3.6) 30.5±7.071 2.27±0.56 2.7742±0.45
No experience 63(37.3) 25±5.10 2.41±0.58 3.0645±0.60

Contraception 
during first 
sex

Yes 78(46.2) 28.03±5.35 0.267(0.606) 2.14±0.58 2.583(0.111) 3.2692±0.60 1.566(0.214)
No 28(16.6) 28.61±4.33 2.33±0.49 3.1025±0.59
No experience 63(37.3) 28.18±5.08 2.19±0.56 3.2252±0.60

Pregnancy 
experience

Yes 4(2.4) 28±8.64 0.005(0.943) 2.18±0.58 0.000(0.985) 3±0.60 0.571(0.451)
No 102(60.4) 28.19±4.96 2.19±0.49 3.234±0.59
No experience 63(37.3) 28.18±5.08 2.19±0.56 3.2252±0.60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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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인 학생의 수가 69명(40.8%)이었고, 지금은 없으나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6명(45%), 교제의 경험이 없
는 대상자는 24명(14.2%)로 나타났다. 첫 관계 시기는 
대학생이 92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시기
가 12명(7.1%), 중학교 시기는 2명(1.2%)이었으며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63명(37.3%)이었다. 첫 
관계의 상대는 애인 97명(57.4%), 이성 친구 5명(3%) 유
흥업계 종사자와 2명(1.2%), 동료와 알지 못하는 타인이 
각각 1명(0.6%)이었다. 첫 관계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계
획 없이 서로의 동의가 57명(33.7%)이었고, 계획하고 서
로 동의하여가 32명(18.9%), 단지 상대가 원해서 8명
(4.7%), 술결에 6명(3.6%), 분위기에 의해 충동적으로 3
명(1.8%)로 나타났다. 첫 관계시 피임을 한 경우가 78명
(46.2%)이었고 하지 않는 경우는 28명(16.6%)으로 나타
났다.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명으로 2.4% 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성지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의 
    정도

대상자들이 성지식은 38문항 각 1점씩 38점 만점에 
27.04±0.552점이었고, 피임태도는 5점 만점에 2.104±0.552
점이었고, 성인지 감수성은 5점 만점에 3.285±0.59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M±SE Range
Sexual Knowledge 27.04±0.552 0-38

reproductive organs 6.721±1.401 0-8
pregnancy and 

childbirth 5.881±1.409 0-9
sexual health 8.343±2.641 0-12

Sexual intercourse 6.088±1.945 0-9
Contraceptive Attitude 2.104±0.552 1-5
Gender Susceptibility 3.285±0.591 1-5

Table 2. Level of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N=16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이 결과는 유의미하였다(F=15.718, p<.001). 또한 첫 성
관계가 없는 대상자 보다 성지식의 정도가 높았으며 그 
값이 유의미 하였다(F=5.660, p=.001). 피임 태도의 경
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이 높았으며 그 결과는 유의
미 하였다(t=9.718, p=.002). 또한 첫 성관계의 시기가 어
릴수록 피임태도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4.284, 
p=.006).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3학년이 다른 학년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4.327, p=.006)[Table 1].  

3.4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학생들의 피임태도

(r=0.357, p<0.001)에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Table 3].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Gender 
Susceptibility

Sexual 
Knowledge 1

Contraceptive 
Attitude

0.017
(0.824) 1

Gender 
Susceptibility

0.091
(0.24)

.357
(<.001) 1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69)

3.5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
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통계량
은 1.848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
(Tolerance)는 1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은 1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성인지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4.343 .273 　 15.885 .000

0.134　 0.124
　

12.910
(<.001)

　
Sexual Knowledge .009 .008 .085 1.173 .242

Contraceptive Attitude .381 .077 .356 4.923 .000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Gender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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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은 피임태도에 의하여 12.4% 설명되었으며
(F=12.91, p<0.001)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
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태도(β=0.356, 
p<0.001)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및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은 27.04점(38점 

만점)을 평균점수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약 10년 전의 연
구와 비교하면[16] 2009년 당시의 성지식 평균 23점보
다 월등이 성지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와는 다르게 인터넷 등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가상
의 공간에서 미디어를 통한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급
격한 변화가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된다[17]. 본 연구의 
성지식의 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생식기 영역이 6.7/8
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 건강 영역 8.3/12점, 성행위 
6.1/9점이었고 임신 및 출산 영역이 5.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교과 편성에서 
저학년에서 학습한 해부학을 학습한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지식은 첫 성관계의 시기와 학
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심정신
[18]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부모의 성태도가 성지식에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성교제 경험은 성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18]. 성
지식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이 없었으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임태도는 2.104점(5점 만점)으로 중간에 못 미치는 
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별과 첫 관계 시기에 따라 피
임태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여학생 보다
는 남학생이 피임태도의 정도가 높았으며, 첫 관계 시기
가 어릴수록 피임태도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으로 피임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첫 관계의 시기가 어릴수록 성관계와 
임신에 대한 정보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라 유추된다. 
그러나 임복희와 박지경[9], 김현영[7]의 연구에서 성별
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동일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피임태도의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다른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가 간호대학생이라는 집단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후 계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태도
는 거주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선행연구[9]에서는 
차이가 있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피임태도는 
성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지 감수
성에는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피
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자기주장이나 피임법에 관한 질문
으로 개인이 성행위를 하는데 있어 스스로 피임을 요구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 피임태도가 성인
지 감수성에 영향을 준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성에 대한 
개방성과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므로 피임태도
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피임태도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피임교육이 피임뿐만
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배로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피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여도 무방하며, 올바르고 정확한 피임교육이 대학생 차원
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3.285점(5점 만
점)을 보여주어 중간을 조금 넘는 정도를 보였다. 대학생
들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한 부분인 성역할에 대한 고
정된 신념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
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어[19] 대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인지 감
수성의 향상으로 인해 성차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그리고 성폭력을 근절 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20]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일을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확립해야 하며 학년별이나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
육방안으로 피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양성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가 성인지 감수성
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생들 특성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취업 시 경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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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관련 문제에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돕기 위해 피임
태도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며,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와 정
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제한점도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
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
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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