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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급속한 塵業化와 都市化， 性文化의 開放， 性衝動을 유발하는 매스 미디어 

의 광범위한 보급과 더불어 性에 대한 무지와 적절한 홈少年 性數育의 부 

재는 우리 나라 홉少年들의 무분별한 性行顧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좁少年 자신의 生찌홉保健問題 뽑만 아니라 性病 및 

AIDS 慮業과 傳播， 不願雄娘에 의한 未婚女性의 인공임신중절， 未婚母의 

발생을 증가시켜 社會的인 문제를 훨起하고 있다. 이러한 분제들을 좁少年 

자신들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社會的인 서비스를 통해서 讓防하지 않는 

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性行廳에 어느 정도 露出되어 있는지， 우리의 

社會 文化的인 배경에서 어느 要因들이 性行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거의 조사연구가 되어 오지 않았다. 이러한 기본 情報와 

資料의 부족은 社會數育 및 保健政策 차원에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프로그 

램을 開發하고 施策을 펴지 못하는 障짧要因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本 昭究는 특히 未婚 動勞男性들에 대한 性行態 연 

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미혼남성의 性行態와 性病感梁에 관하여 역점을 두 

고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을 보다 심도 있게 把握한 것으로써 앞으로 좁少 

年의 性問題와 性病鍵防을 위한 對策樹立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問題가 되고 있는 AIDS 管理對策 樹立에 基廳資料를 제시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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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第 1 節 陽究背景 및 必要性

오늘날 좁少年期는 과거에 비해 社會的 心理的 成熟에 앞서 身體的인 成

熟이 빨라져서 生꺼흩能力을 갖추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한편， 結婚年觀은 연 

장되면서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傳統的인 價f直觀

과 態度가 바뀌고， 家族의 影響力이 감소되고 塵業化와 A口移動이 매우 보 

편화되면서 젊은 계층은 보다 쉽게 매스 미디어에 露出되고 있다. 젊은이 

들의 性行態는 사회적인 影響에 매우 敏感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모든 

狀況들이 社會全般의 變化와 더불어 性行態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2次大戰 以後의 西洋文物의 流入과 1960年代 이후의 

急速한 塵業化， 都市化가 가세하여 젊은이들 사이의 性文化는 傳統的인 관 

념에서 벗어나 현저하게 開放風觀를 보이고 있으며， 무분별한 性接觸에 따 

라 姓病의 危險이 높아지고 있다. 

춤少年期는 훌病의 F훌盧、이 老A層이나 年少層보다 生理學的으로 낮은 時

期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健康問題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生

塵을 위한 生植保健과 그로 인해 派生되는 문제라고 要約될 수 있다. 청소 

년은 다음 세대의 父母가 되는 세대로서 개개인이 健康한 어린이를 養育할 

수 있는 충분한 計劃을 습득하고， 자신의 健康에 대한 灣在力을 키워야 하 

는 時期이다. 

全世界的으로 願하지 않는 姬娘과 A工姬娘中總， 性病의 感횟， 出塵 어린 

이의 빼棄 및 遺棄 등의 문제가 결혼전의 좁少年層에서 증가하고 있어 젊 

은이들의 막대한 에너지와 創意力을 消鏡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문제들은 

젊은 세대 自身틀의 努力과 이를 支援하는 社會的인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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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鍵防할 수 있다. t!t界保健總、會(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청소 

년 保健을 1990-1995년 기간중의 WHO의 8번째 주요과제로 선택하고 早期

維娘을 防止하고 청소년에게 接近可能한 性敎育과 家族計劃指導를 실시하 

도록 뾰求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WHO는 젊은이들의 성행태에 영향 

을 미치는 要因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知識과 情報를 정확하게 提示할 수 

있는 짧究의 必要性을 彈調하고 있다(WHO， 1989). 

많은 사회에서 춤少年의 性에 관한 사항은 禁룹‘(taboo)로 되어 있어 일반 

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危險하고 保護되지 않는 性行動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세계적인 現況이다. 청소년에게는 이에 

관한 有用한 知識과 情報， 避狂器具 등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衝

動的인 性行짧와 避狂方法의 비사용은 알콜파 藥物遭用 등에 의해 더욱 惡、

化되는 수가 많다. 不願Mf娘은 보통 不法的이고 秘密리에 이루어지는 人工

姐娘中總로 귀착된다. 姬娘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가능한 한 감추어져야 하 

기 때문에 적절한 塵前管理를 받지 못함으로써 母性과 始兒에게 커다란 健

康威督으로 작용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고 保護되지 않는 춤少年의 性行혔는 

최근에 와서는 致命的인 AIDS를 포함한 性病에 대한 露出을 增加시킨다. 

젊은이들은 性病에 관해서 무지하고 적절한 情報와 指針이 부족하기 때문 

에 性病의 據防을 위한 적절한 錯置를 취하지 못하며 適期에 專門的인 醫

廳를 받지 못하고 危險한 自家治續를 취하기 쉽다. 그 결과 그들 자신 및 

가족 나아가서 社會에 長期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不姬， 永久的인 心理的 缺

隔과 심지어는 死亡까지 招來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62년 導入된 家族計劃事業이 出塵率을 減少시켜 A口代置

水準以下의 出盧率0990년 TFR 1.6)에 到達하여 A口를 왜]制하는데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공세권 외， 1992), 家旅計劃事業이 女子를 주 사업대상으 

로 하였고， 男性에 대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度外視l하였기 때문에 높은 性病

感梁， 未婚女性의 높은 人工流題率， 남성들의 避狂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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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우리 나라의 象族計劃事業이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成功的이라고 

評價하기는 어렵다. 

性病該廳의 상당부분이 露出되지 않고 많은 성병환자들이 藥局 등에서 

賣藥을 통해 解決하고 있으며， 性病이 增加趣勢에 있어 1fð77년 이래 국가에 

서 性病 治鷹를 醫廳保護 1종 對象으로 취급하여 醫鷹保護 基金으로 保健

所 및 指定機關에서 無料로 治擬하도록 하고 있다(임종권 외， 1990). 따라 

서 性病愚、者의 상당수가 의료보호 수혜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 

이는데， 1993년 醫廳保護 훌갖廳件數 750만건중 성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로 172，163건에 이르고 있다(보사부， 1994). 

일반 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료비 請求가 이루어진 性病뽑‘者의 推移를 보 

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導入된 이후의 入院 및 外來 性病該爆件數는 

1990년 208，421건， 1991년 223，968건， 1992년 225，94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25-29歲의 男子에서 성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의료 

보험 연합회 , 1990, 1991, 1992).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좁少年 및 젊은 남성들의 性病有病水準과 

感梁의 經路 및 治擬狀態에 대해서는 把握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젊 

은 남성들은 性病의 感梁을 防止할 수 있는 相談所와 治擾場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특별한 關心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政策當事

者에게 필요한 성병에 관한 關聯資料가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適切한 프로 

그램과 서비스를 開發하지 못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 있다. 

특히 많은 외국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危險한 性行寫

및 性病感榮이 社會經濟的으로 컸惡한 계층에서 더 높게 發生한다는 것이 

提示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相對的으로 姓病과 避狂에 대한 知識水準이 

낮고， 부모의 保護를 떠나서 생활함으로써 性行態에 대하여 危險度가 높은 

集團이 될 수 있는 未婚의 動勞者 階層에 대한 실태는 女性을 대상으로 한 

調훌 몇 편 있었을 뿐 남성측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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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性行願는 社會的인 影響에 매우 敏慮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성행태에 판한 知識과 관련 技術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有效하며， 또한 

적절한 서비스가 젊은 사랍들의 具體的인 要求에 맞게 提供될 수 있도록 

많은 努力이 R흉注되어야 한다. 

따라서 本 昭究에서는 우리 나라 좁少年 中 後期 청소년에 속하는 젊은 

男姓들 중에서 社會經濟的 측면에서 성행태의 危險이 높을 것으로 考慮되 

고 있는 工團地域의 未婚의 男性動勞者들을 1차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과 

對照되는 미혼 남성집단인 大學生올 2차 대상으로 하여 이들 두 集團의 性

에 대한 知識과 願度 및 性行옳와 性病感業의 實願를 把握하고， 이에 影響

을 미치는 A口， 社會， 心理的인 要因의 影響을 分析하였다. 본 연구는 結

婚前 춤少年 集團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는 效率的이고 效果的인 社會的 서 

비스와 政策 등의 具體的인 介入方案을 樹立하고 實鍵하는데 필요한 基鍵

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試圖되었다. 

第 2 節 昭究目的

本 陽究는 後期 춤少年 集團인 未婚男性 특히 動勞階層과 이에 對照되는 

집단인 大學生의 性病有病짧을 정확히 把握하고 이와 관련된 性行態의 樣

相을 정확히 파악하여 性病慮혔을 防止할 수 있는 적절한 擔置를 講究하기 

위한 資料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目的을 가지고 試圖되었다. 

1. 未婚 男性 I團 動勞者와 大學生의 성(性) 및 性病에 판한 知講， 態度，

行廳(성행태: KAP on sex-related b앙laviors)를 정확히 파악하고 

2. 未婚 男性 工團 動勞者와 大學生의 性行態와 이와 판련된 A口社會學

및 心理學的 變困을 比較 分析하며， 

3. 상기결과를 基鍵로 하여， 향후 未婚 男性을 위한 性敎育 및 生植保健

增進을 위한 具體的인 改善方案을 提示한다. 



第 2 章 先行昭究 및 分析틀 

第 1 節 先行짧究 및 理論的 背景

婚前 性行짧는 대부분의 文化圖에서 일종의 禁룹(taboos)사항이기 때문 

에 性行廳에 관한 體系的인 짧究는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本 章에 

서는 전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오늘날 처하고 있는 性病의 威贊과 性行廳

에 대하여 行動科學 및 心理學的 관점에서 논의된 外國의 寶證的인 資料

와 理論的인 背景에 대한 觀點을 提示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간 우리 나 

라에서 이루어진 性에 관한 調훌陽究 結果를 提示하고자 한다. 

1. 性行德 經驗의 測定(性交經驗率)

結婚 前의 性行흉 經驗은 文化園과 年觀에 따라 큰 差異가 있기 때운에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觀存 맑究結果를 칸단히 要約하였다. 

그칸 이루어진 wf究는 性에 대한 態度에 관한 조사는 많았으나， 실제 

性行혔 經驗을 조사한 짧究는 制限되어 었다. 즉 動勞者 집단에서는 女

性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몇 편 있으며， 男性에 대해서는 中.高等學生 및 

大學生 等 學生에 국한된 조사가 있었을 뿐으로 대상자 接近이 難易한 動

勞者 集團에 대해서는 調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表 2-1>을 보면 性交經驗率은 增加하고 있으나 조사자간 또 조사대상 

간에 差異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外國에서도 性交經驗에 대한 조사결과는 調훌方法의 흉當性파 調훌道具 

의 信賴度 및 應答率에 대해 많은 論難이 提起되고 있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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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많存 文歡에 나타난 婚前 性交經驗

조사년도 조사대상 

1) 1965 여자고둥학생 

2) 1971 남자중고둥학생 

3) 1975 여자고퉁학생 

4) 1977 대학생 

5) 1981 고둥학생 

6) 1984 마혼근로여성 

7) 1988 고둥학생 

8) 1988 중학생 

9) 1990 미흔근로여성 

* ()의 숫자는 표본수임. 

자료: 

성교정혐률(%) 

남 자 여 자 

3.6 (4,604) 
18.5 (2,154) 

6.2 (603) 
35.9 (1，싫5) 4.1 (665) 
27.7 (610) 14.5 (600) 

37.8 (918) 
11.7(145,012) 2.8(23，많5) 

1.4(104，잃3) 0.2(99,462) 
21.6 (583) 

1) 서봉연 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중앙의학연구소 조사연구， 제38집， 
1965 

2) 강준상， “중고교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3)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 고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4) 대한il-~족계획협회， 대학생의 가족계획 및 성에 대한 태도， 1977. 
5)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1. 

6) 홍문식 외， 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1984. ， 

7.8) 김 한경 외，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 1), 1988. 
9) 김한경 외， 산업체 가족계획 및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및 전략개발 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1991. 

2. 性病感梁과 聯關된 行態 要因

우리 나라에서 性行態에 관한 陽究는 그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것 

도 대부분이 一部地域의 倫落女性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치우쳐 우 

리 나라 全體의 性病有病 水準과 變化推移는 把握되어 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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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 性病該廳所의 성병환자 335명을 對象으로 한 調흉에서 남자의 경 

우 67.1%가 29세 이하였으며 대부분 賣春歸를 통해서 感梁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65.8%가 未婚者였으며 미혼자의 2.8%만이 콘돔을 使用한 적 

이 있는 것으로 調흉되었다(임종권 외， 1990). 

1991년 12월 김포공항 면세구역에서 海外旅行을 나가는 男性 旅行者

571명(미흔， 기혼 포함)에게 自己記鍵式(self-administered)으로 조사한 짧 

究結果는 과거 5년칸 性的으로 활발했던 사랍이 81%였으며， 그 중 24%는 

倫落女性을 接觸하였으며， 46%는 두명 이상(평균 6명)의 性相對Cmultiple

partners)와 性行寫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는 과거 콘돔을 使

用한 적이 없으며 14%만이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調흉되어 많은 

우리 나라 남성들이 性病感梁 危險이 높은 성행위에 露出되어 있을 可能

性을 示埈하는 結果를 보이 고 있다(Choi et al., 1992). 

性病과 倫落女性과의 性接觸 관계는 성병의 原因園이 알려지기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북미지역과 유럽에서는 일반 異性間의 性交에서는 

梅毒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賣春歸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믿어왔다. 

樞族의 有病率도 賣春歸에서 매우 높아 네덜란드의 Groningen에서 10%, 

Nairobi의 일부 賣春歸에서 50%로서 전세계적으로 漸族의 發病은 倫落女

性과 그들의 顧客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Plummer et al., 

1990). 

1960년대 以後 우리 나라의 梅毒 有病率에 대한 조사결과는 對象群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接待歸나 倫落女性의 VDRL 陽性率은 여러 

연구에서 5.6-25.2%에 이르며 1985-86년 일부 지역의 保健所 登錄者에서 

는 3.0% (N=6，210)를 보였다(강정원 외， 1988). 1990년 465명의 倫落女性

에 대한 조사결과는 거의 100%의 윤락여성이 性病에 感梁된 많往歷을 가 

지고 있으며， 70.5%가 빼뚫에 감염된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종 

권 외， 1990). 1993년 442명의 倫落女性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性病의 

感業 經驗率은 梅毒 5.2%, 얘*f찾 36.2%로 나타났다(손명 세 외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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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 판해서는 태국에서 최근 조사된 隔究結果 賣春歸(나이트 클럽， 

바， 마사지 업소， 커피갚， 콜걸 등)와 性接觸이 보다 頻緊한 男性과 HIV 

Iγpe1 陽性反應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統計的으로 의미 있는 선형관계 

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매주 윤락여성과 接觸하는 경우에서는 32%에 이 

르는 높은 HIV 'Iγpe1 陽性 反應을 나타냈다(Celentano et a1., 1992, p.3). 

콘돔은 盤性交(vagina1 intercourse)에서 성병예방 效果가 93% 이상이 되 

지못하지만(Biglan et 려.， 1990), 과거 한달간 콘돔을 使用한 사랍에게서 性

病의 感業을 32% 減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Upchurch et 려.， 1992). 

3. 性行魔와 關聯된 人口·社會學的 要因

젊음 자체는 間接的으로 活撥한 性行態와 그와 관련된 성병감염으로 이 

끄는 間接的인 危險要因이라고 알려져 있다(Aral and Holmes, 1990). 특히 

經濟形便을 나타내는 收入의 차이는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倫落女性과의 

性接觸 頻度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早期 異性交際도 頻緊한 

異性交際가 잦은 성접촉의 可能性을 부여하기 때문에 早期 性交와 연관되 

어 있다. 지속적인 異性交際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좁少年들이 愛廳나 性

交 等 보다 進展된 性接觸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ilman， 1잃3). 

한 연구에서는 大學 以上의 높은 數育水準을 가진 집단에 비해 大學數育을 

받지 못한 男女에서 과거 1년칸 및 과거 한달간 보다 많은 異性과 性接觸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and Gilmore, 1990). 

前記한 태국의 조사에서도 倫落女性과의 接觸은 敎育水準이 낮은 階層，

피고용자 계층， 異性의 친구가 있는 階層， 性交 經驗이 빠른 계층에서 보다 

頻緊한 것으로 나타났다(Celentano， et a1., 1992). 

많은 연구가 宗數性이 젊은이에게 早期 性行寫 경험 또는 성경험의 運延

에 影響을 미치는 점을 밝히고 있다. 宗敎的인 觀念은 성에 대한 態度와 

異性과의 성경험에 否定的인 영향을 뚜렷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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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宗數性이 彈한 사람일수록 성에 대해 덜 許容的이며 성경험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Zucherman， 1975, p.13). 

4. 性行顯와 關聯된 社會的·心理的 要因

가. 個A의 性向

性的으로 柳制力이 강한 사랍과 비교하여 그렇지 않은 사랍은 性經驗을 

보다 일찍 가지며， 관계에 있어 深刻하지 않으며， 동시에 한명 이상과 관계 

를 가지며， 여러 명의 性相對者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NIAAA, 1992). 절제가 없는 경향은 性格이나 性에 대한 個A的인 態度，

또는 이 두 요소 모두에서 기인된다. 感覺的인 것을 追求하는 性向은 타고 

난 氣質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多樣하고 신기한， 복잡한 

感覺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身體的·社會的 危險도 감수할 意思가 있는 것 

을 ‘性向’이라고 정의한다. 

Zucherman 등의 연구는 男女 모두에서 센세이션을 추구하는 사랍이 藥

物使用， 散酒， 다양한 성경험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Zucherman, 1972, p.309), 그들은 보다 多棒한 성상대자와 多樣한 성행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Horvath and Zuckerman, 1993). 

나. 父母의 養育(parenting)과 父母養育의 技術

Patterson과 Stouthamer-Loeber는 父母의 養育(paren디ng) 즉 부모가 자 

녀를 모니터렁하고 規律을 정하고 문제해결을 해 주며 肯定的 反應을 주는 

것은 상호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規律을 정하는 것이란 

부모가 자녀의 否定的인 行動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施行이며， 문제 해결이 

란 부모와 자녀가 훌顧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一連의 상호작용이고， 肯定的

인 반웅이란 자녀의 긍정적인 行動에 대한 부모의 반웅이 將來에 同一行動

을 다시 課導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니터링에 대해서 Patterson과 

Stouthamer-Loeber는 자녀의 모니 터 령은 效果的으로 家族을 관리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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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必需的인 것이나 家族管理에 판련된 여러 蠻數들은 자녀의 成長過

程에서 상이한 投홈II을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의 藍督을 벗어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는 關聯된 規律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aumrind(1985)는 어 린 子女에 게는 說明이 필요 없는 具體的인 指針을 내 

리고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適合하지만 成長發達 過程에서 權威에 대하여 

疑問을 가지게 되는 좁少年 時期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 방면의 연구결과들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父母

와의 緊密한 관계가 性行寫의 始作을 늦추는 作用을 한다고 보고 있다. 예 

를 들면， Jessor and Jessor(1975)은 十代의 춤少年과 그들의 부모의 價{直觀

과 비슷할수록 그들 사이에 보다 높은 組帶感’과 支持感을 가지며 젊은 사 

람들이 家底과 組帶感을 가질수록 性的으로 덜 활발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만 부모와 자녀간의 對話(connnunication)가 일어나는 여 러 가지 측 

면에 대한 연구 즉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을 몇 살 때 하는가， 이러한 커뮤니 

케이션이 자녀의 性行動 前 또는 後 中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效果的인가 

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社會的인 관점에서 콘돔의 非使用 요인을 評價한 연구를 보면， 性交를 經

驗했다고 보고한 좁少年 中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그룹은 

부모와의 對話와 만남이 부족한 경우에 많았다. DiClemente(1992)는 이 러 

한 聯關性을 위험한 性行態(high risk-sexual behaviors)를 據測할 수 있는 

중요한 要困으로 보고 있다. 危險要因이 높은 성행태는 그 부모님과의 接

觸이 별로 없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나기 쉽다. 좁少 

年의 危險한 성행위는 肯定的인 社會的 行動파 스스로 위험을 自招하지 않 

는 行動을 발달시키지 못한 데서 招來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ss (1990)는 4개의 西歐國家에서의 연구결과에서 父f률와의 판계는 性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蠻數라고 하였고 Morton도 知的이고 愛情이 가득 

한 부모님의 돌봄이 不足한 데에서 危險한 性行動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부모의 嚴格함이 보통인 청소년에 비하여 부모가 異性交際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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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많은 規制를 한다고 느끼는 청소년에서 性에 대한 태 

도와 性交經驗에 대해 自由흉放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의 規則과 嚴格

性이 부족한 경우에는 姓에 대한 태도나 性交經驗에 있어 自由쭉放하였다. 

부모나 家族要因은 性行態에 관한 同燈의 영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經濟的으로 潤澤한 가정은 賞民地域에 사는 빈민가정의 부모보다 그들의 

10대 子女들을 보다 잘 統制할 수 있다. 그것은 居住地와 學校를 선택할 

때 早期에 성행위를 경험할 수 있는 危險要素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Brooks-Gunn et al., 1989). 

다. 同燈集團의 影響

社會의 영향은 그 屬性에 따라서 개인에게 變化를 뾰求하기도 하고 펌止 

시키기도 하고 꿇化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同燈集團은 특정한 非行을 

저지를 機會를 준다든지 혹은 反社會的인 行動을 하는 것을 合理化하고 動

機를 議發한다고 여겨진다. 

한 昭究는 청소년 組織에서는 非行을 저지른 친구가 동료집단에서 상당 

한 優待를 받는 반면 사회에 順應한 행동에 대해서는 뽑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 다CPatterson， 1989). 

Hornick는 經路分析을 통해서 社會的 背景이 되는 特性變數들은 준거집 

단(즉 부모 또는 동료의 태도)과 個A의 心理的인 性向을 통해서 개인의 성 

에 대한 態度와 行寫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觀察하였다CNewcomb and 

Bentler, 1988). 

Schultz 등은 大學生의 婚前 性續驗에 대한 모텔을 개발하기 위하여 6개 

蠻數를 고려하였는데， 그 중에서 친구의 性經驗 變數가 自身의 성경험에 直

接， 間接的으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提示했다CNewcomb). 

흔히 남자들은 性經驗을 갖도록 친구로부터 壓力을 받으며 성교경험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社會的인 地位를 획득한다고 느낀다고 

應答하고 있다CChristophers and Roosa, p .12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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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性行廳에 마치는 藥物使用 要因

많은 연구자들이 性行옳의 危險을 감수하는 가장 濟在力이 높은 要因으 

로 알콜을 꼽고 있다. 알콜과 性行廳와의 關聯性에 대해서는 歷史的 由來

나 文學이나 大聚文化에서도 어느 정도 合홈、에 이르고 있다. 춤少年에게 

알콜은 性的으로 파감성을 부여하며， 性에 대해 보다 齊放한 態度와 行動，

早期 性行홉 開始와 성행위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姓行짧 狀況에 

서 軟酒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행위를 課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콜과 위험 

한 성행위가 個A의 性向과 生活樣式 變數와 같은 제3의 屬性과 連緊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Coo야~， 

1992). 

1) 軟酒와 문제시되는 性行짧 

좁少年期는 健康에 미치는 여러 가지 行魔를 習得하고 實行하기 시작하 

는 時期이다 Shap앙·는 위험감수(risk-없피ng)를 “젊은이들이 그들의 행위 

가 自身들이나 他A에게 미치는 短期的， 長期的 결과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灣在的인 破壞行廳”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가지 形態의 위험한 行動을 자주 試圖하는 사람은 흔히 잠 

재적으로 위험한 行짧로 가득한 生活方式을 가지는 願向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興味本位로 吸煙과 軟酒를 하는 것이 早期 性行寫 및 避

狂을 실천하지 않는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hafer, 1988). 

연구자들은 “問題行動”은 한가지 행동이 다른 行薦를 課發시키는 일련의 

發達過程이 아닌가 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행동의 뾰狀은 性病感業

과 매우 聯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 나이에 성행위를 시작하거나 성 

상대자를 여러명 가지는 청소년은 性病에 感梁될 危險性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린 좁少年들이 危險한 行짧를 하는 것은 認知能

力의 발달에 限界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論難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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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좁少年들이 어른들과 같이 危險을 感知하는 能力은 있으나 어떤 결 

정을 내릴 때 결정의 결과로 인한 長·短點을 比較 分析할 수는 없다고 한다 

(Jessor and Jessor, 1977). 

최근 無作廳抽出 조사대상에 대하여 연구한 Cooper와 Peirce는 알콜의 

效果가 AIDS와 관련된 危險行廳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이 證明하는 자료 

를 밝혔다. 性交前이나 도중에 散酒를 하지 않는 웅답자에 비하여 敢酒를 

한 웅답자는 성대상자와 AIDS의 危險性에 대해서 이야기를 렬하며， 콘돔을 

적게 사용하고， 選擇하는 성상대를 구별하지 않는 願向이 있으며 여러 명의 

性相對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1992). 

2) Disinhibitory Factor(解蔡要因)로서 의 軟酒

心理에 작용하는 藥物과 性的인 위험한 性行態와의 상호관계는 매우 복 

잡하다Disinhibition은 보통 때는 여러 社會的 혹은 다른 要因들 때문에 

억눌려 있던 행동을 “表出시키는” 것을 말한다. 많은 社會的， 法的， 醫學的

專門分野 연구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알콜의 解禁效果가 性的 表現을 

억누르는 社會的·文化的인 水門을 열어주는 可能性에 대해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W∞ds and Mansfield, 1981, p .4). 

알콜과 다른 藥物은 性行廳 상황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危險 變更要因’으 

로 간주되 고 있다(Aral Holmes et al., 1990). 高危險 性行廳를 했다고 자 

신이 보고한 경우와 軟酒를 했다는 보고는 아주 명확한 相關關係를 보인다 

(Newcomb and Bentler, 1988). 그 외에도 많은 연구가 散酒를 하지 않거 

나 줄이면 危險이 높은 性行廳를 감소시키는 것을 밝히고 있다(NIAAA， 

1992). 

CD 認知에 障짧를 招來하는 알콜의 作用(敢酒의 藥物的인 效果)

다른 또 하나의 술의 效果는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禁止되어 있는가를 

判別하는 能力을 둔하게 하여 禁止되었던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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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抽象的인 思考能力올 弱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關心이 

集中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을 심하게 마시면 거의 모든 行動이 行

態를 減少시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여러 行態 昭究에서 밝혀져 있다 

CCrowe and George, 1989). 

@ 心理的인 과정을 통한 알콜의 作用 CAlcohol expectancies) 

술의 期待心理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한 사람은 Marlatt, Demming 

파 Reid이다CBrown et 외.， 1985). 술이 社會的인 判斷을 調整할 수 있다는 

것과 술로 인한 행태의 變化에 대한 믿읍은 일반적으로 “술의 期待心理”라 

고 알려져 있다. 

MacAndrew와 Edgerton은 술이 行혔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直接的인 술 

의 藥物的인 작용보다는 文化的으로 習得된 效果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 

였다. 즉 그들은 알콜로 인하여 意起된 행위의 變化들은 文化와 文化에 따 

라 다르며 같은 文化圍內에서도 時代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많은 A類學的

인 證據들을 수집 하여 提示하였다(Leigh， 1989). 

Leigh의 연구에서는 술에 대한 期待感이 높은(중앙치 이상) 남성들은 性

行廳의 36% 정도에서 敢酒를 한 반면， 기대감이 弱한 남성들은 단지 성행 

위의 17% 정도가 軟酒와 關聯이 있음을 밝혔다CLeigh， 1990). 음주를 심하 

게 하는 사람은 軟酒를 적게 하거나 적당히 하는 사랍에 비하여 性的으로 

보다 衝動的， 攻擊的이며 性과 관련된 보다 많은 快樂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Leigh， 1987). 

Ste러e과 Southwick(1985)는 敢酒의 효과와 期待感에 관한 효과를 分離하 

여 제시하였다. 즉， 음주를 적게 했을 때는 기대감의 效果가 명확하게 影

響力을 나타냈으며 內在化된 기준을 選擇的으로 無臨하는 投害u을 하는 것 

으로 보았다. 軟酒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認知的인 節制能力이 減少되어 

훌購을 일으키는 水準까지 이르게 되어 술이 일으킨 認知能力이 감소되어 

禁止되었던 행태가 發顯되도록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함에 따라 기대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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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效果와 同時에 禁止된 行動이나 상황을 알려주는 認知能力의 麻輝로 

인하여 禁止된 행동을 실행하게 될 可能性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알콜의 作用은 조금 마셨을 때에는 주로 期待感 때문에， 음주를 많이 했 

을 때는 알콜의 藥物效果가 함께 작용하여 性行態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散酒者가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Brown et al., 1980). 

性行廳時에만 散酒를 하는 사랍은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랍에 비하여 婚外

의 性關係 頻度 면에서 危險度가 2배가 되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NlAAA， 1992). 

마. 學業成就

本 陽究에서 學業成就 變數는 大學生에게 적용될 수 있는 實證的 根據가 

될 수 있다. 좁少年에서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업에 대한 熱意가 낮은 집단 

은 學業에 대한 열의가 높고 成就가 높은 집단에 비해 性行짧를 많이 하는 

順向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Hoffl앙th and Hapes, 1987). 

위에서 열거한 要因 外에도 좁少年層에 性行德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要困으로서 學業 및 職業에 대한 스트레스가 性行態에 影響을 미칠 수 있 

는 重要한 變數로 把握되어 있다. 

第 2 節 健康行德에 관한 理論的인 모텔(分析틀) 

앞에서는 좁少年의 性行寫의 前例들에 대한 經驗的이고 理論的인 결과들 

을 涉繼한 것이며， 이번 節에서는 이러한 短篇的인 연구결과를 어떻게 綠合

分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세 가지 理論的 모형을 제시한다. 이들 모텔은 

個A의 健康과 관련된 行짧에 대하여 社會心理學的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이론으로써 上記한 個別的인 결과를 통합한 職念的인 모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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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cede-Proceed 모렐(Green 모텔) 

Precede모텔 構造의 특성은 健康狀態를 설명하는데 있어 많은 變數를 考

慮하며， 事業計劃者에게 事業投入에 필요한 蠻數를 選定하는데 集中的으로 

魚點에 맞추게 한다. Precede 모텔은 特定 텀的과 基準을 평가할 수 있으 

며 政策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投入하고 餐行過程에 관한 평가가 可

能하도록 하였다(Green， 1992). 

PRECEDE 

단계 5 

행정과 
정책적 진단 

건강증진 

단계 6 
정책수행 

단계 4 

교육과 
조직적 진단 

2 

챈
 

계
 
척
 

단
 
’
빡
 

3 

d
T챈
 

댐
 뼈
에
캡
 

환
 

단계 1 

사회적 진단 

N 

단계 7 단계 8 

정책평가과정 효과평가 

단계 9 
결과평가 

PROCEED 

그립 2-1. 건강증진과 평가를 위한 Precede-Proceed 모텔 

Precede와 Proceed를 통한 작업은 수수께기를 푸는 과정과 같다. 演繹的

인 推論을 거쳐 最終的인 結果로부터 原困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 過程은 

6개의 基本段階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산출과 효과를 평가할 때는 평가 

의 필요에 따라 7단계 혹은 8단계까지 연장된다(그림 2-1 참조). 단계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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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계 9는 프로그랩을 投入Gntervention)할 때 考慮되는 단계이다. 本

맑究에서는 性行짧와 性病의 危險要因올 밝히는 데 目的을 두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투입단계를 考慮하지 않았다. 政策提言 부분에서는 未婚 男性의 

性行廳를 減少시키기 위한 效果的인 戰略을 제시하기 위하여 一部 過程이 

고려될 것이다. 

좁少年의 性行짧에 관하여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가. 1段階(Socia1 diagnosis) 

iFf究對象이 되는 A口集團(本 陽究에서는 動勞者와 大學生)의 일반적인 

문제나 要求度를 評價하여 대상자의 生活의 質을 考慮한다. 어떤 地域社會

의 社會的인 문제가 실질적인 생활의 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 

서는 未婚 男性의 性行穩로 인한 不願姬娘， ÁI流塵， 悔外入養， 動勞者의 

低生塵性 등이 社會的인 운제의 예시가 된다. 

나. 2段階(Epidemiologica1 dia밍losis) 

段階 1에서 제시된 社會的인 문제에 影響을 미치는 特定 健康問題를 밝 

히는 파정이 단계 2이다. 이용가능한 資料와 적절한 探索과 훨學的 醫學的

昭究過程을 거쳐 연구자는 몇 가지 건강문제에 優先順位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關心事를 性病과 AIDS로 定할 수 있다. 

다. 3段階(B하laviora1 and environmental diagnosis) 

段階 3은 段階 2에서 注目한 健康問題와 관련된 特定 健康 行혔와 

環境的인 要因을 밝혀내는 단계이다. 이것은 나중에 投入 프로그랩을 취 

할 때 危險要因이 되기 때문에 아주 具體化되어야 하며 주의 깊게 順位가 

정해져야 한다. 環境的인 要因은 대개 개인이 統制할 수 없는 外部的인 要

素이다. 本 맑究에서는 性病을 홉發하고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招來하는 

가장 중요한 行態的 요인으로 性行짧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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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段階(Education and organizational diagnosis) 

수많은 要因들이 健廣行옳에 영향을 마칠 수 있는 濟在力을 가지는데 

Precede 모텔에서는 行德의 蠻化를 통해서 健康增進을 가져오는 數育프로 

그램과 戰略을 크게 3범주의 요인 즉 個A屬性要因(pr때isposing factors) , 

彈化要因(reinforcing factors) , 可能要因(enabling factors)으로 區分하였다. 

1) 암e며sposing factors 

行짧 以前에 先行되는 행위의 動機에 대한 正當性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個A的 屬性에 개인이나 集團의 행동에 動機를 부여하는 知識， 態度， 믿음， 

價f直觀， 認識되어진 요구와 行寫能力 등이 이에 속한다. 좀 더 자세히 언 

급하면， 알고， 느끼고， 믿고， 價植評價를 하고， 自信感을 갖는 이른 바 認知

的·情縮的 얘II面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年觀， 軟酒年觀， 吸煙， 軟酒量，

음주에 대한 期待感， 性行짧에 대한 態度， 異性交際 年觀， 個A的인 센세이 

션 追求 경향， 宗數 등이 이 範購에 屬한다. 

2) Reinforcing factors 

行動者가 行혔의 결과에 대해셔 社會的으로 肯定的 혹은 否定的으로 받 

는 對價(feedback)로서 reinforcing factors는 社會的， 物理的， 實體的

(tangible)인 報慣이나 處뽑 등을 통해 行짧를 反復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投害u을 한다 Reinforcing factors는 社會的인 支持， 同應集團의 影響

파 保健醫廳供給者가 제공하는 相談 등이 포함될 수 있다. 軍像經慶， 父f률 

의 關與， 同燈親舊의 性的 影響 등이 이 範購에 속한다. 

3) Enabling factors 

環境의 變化는 물론 바람직한 행위를 t足求하거나 i且止하는 資源 等을 말 

하며， 주로 社會的 體系나 影響力에 의해 만들어진다. 障暗要因， 技術 等

行寫에 변화를 招來할 수 있는 要因들로서 收入， 현재의 異性交際 狀態， 學

業의 스트레스 等이 이에 속한다. 간단히 말해， enabling factors란 行態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주로 物質的) 要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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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텔은 매우 包括的이어서 여러 變數를 세 가지 範購의 要因으로 分

類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2. 生홈의 週期에 따른 發達過程 훨學모델(發展俊學모델) 

人口學的인 훌學昭究는 人口集團의 健康狀態를 설명하기보다는 鉉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역학연구는 인구의 統計的 연구 

와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地域社會훨學은 說明과 分析을 위한 目的에 적 

합한데， 특히 族病의 原因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최 

근에 體系化된 發展훨學이 란 地域社會훌學을 生灌週期發達과 統合한 형 태 

이며， 本 性病핍究에서 分析모텔로 이용되었다. 

Kellam의 Life Course-Socia1 field 職念은 發展훌學의 중요한 分析플로 

EriksonCl959, 1963), HaVÌghurstCl952) 等의 연구에 理論的 根據를 두고 있 

다. 개인의 生陣週期는 發達에 있어서 그 時點에 따라 특정한 社會的 영향 

력이 重要한 짧害u을 한다는 觀點이다. 그림 2-2는 生進의 각 단계가 각각 

의 時期별로 중요한 事件에 따라서 展開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막대의 

넓이는 각 시점에 있어서 特定分野의 相對的인 重要性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人間을 個別的인 個體로서보다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지 또 각 개인들이 그들이 처한 領域에서 당면하는 評價者들의 期待애 

副應하는가에 대한 흉病을 일으키는 變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좁少年期에는 家族， 學校， 同價(친구)， 異性關係가 社會的으로 중요한 영 

향력을 가진다. 이 모델이 가지는 基本 假定은 훌病은 生進의 週期에 따라 

서 발생하는 多樣한 事件에 영향을 주는 社會領域 內에서 {固A과 環境間의 

相互作用의 結果라고 보는 것 이다(Kub， p.65). 

이 모텔에서 ‘社會的 適應’은 각각의 사회 영역 속에서 個A이 周邊에 있 

는 평가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社會的 投홉u成就 點數로 판단되어진다 

(Kellam et 려.，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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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昭究에서 이 모텔이 의미가 있는 理由는 生進의 週期에서 각각의 社

會的인 影響들의 相對的인 重要性올 파악하기 때문이다. 즉 本 짧究 즉， 좁 

少年層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社會的인 影響 중에서 同價(친구)가 가장 

강력하게 影響을 주는 것을 쉽게 보여주고 있다. 

3. Social Action Theory(SAT) 

Ew따t가 提示한 Social Action Th∞Iry는 바랍직 한 健康行짧를 효과적으 

로 維持하기 위해 必需的인 일련의 行動들을 보여준다. 그림 2-3에서 보면 

動機評價過程이 行顧의 初期에 있어서 意思決定을 支配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Ew;하t， 1991). 

SAT 모텔은 動機過程(Motivational Processes)에서의 評價가 문제해결을 

t足求하는 行짧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그러한 行짧가 새로운 行寫를 招來하 

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動機過程이 問題를 해결하는 水準은 社會의 相互作

用과 派生된 能力에 의해 調整된다. Ewart는 效果的으로 문제를 解決하고 

行動計劃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은 當面한 環境 속에서 他A과의 相互作用

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기꺼이 문제를 認

識하고 公開的으로 議論(orienta디ons)하는 데서， 家旅構成員이 다른 構成員

의 感情을 듣고 이해하는 기술을 가지는 데서 (engagement)， 特定 行廳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일관된 規則을 세우는 가를 아는 대상에서 (control)" 관 

계가 일어나기 쉽다고 하였다(Ewart， 1~꿨). 

이 理論에서 生成된 能力(generative capability)이란 어느 정도 수준 높 

은 社會的인 行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認知的이고， 情縮的이며， 行動할 수 

있는 기술을 나타내며， 社會的인 適切性Csoci려 competence)이란 여러 가지 

다른 環境 與件에서 중요한 사회적 課題롤 수행하는데 필요한 行動技術에 

의해서 決定된다(Ew없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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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모텔에서 마지 막 要素는 ‘Coping Resources'라고 하는 것이 다. 여 기 

에는 生物的 寶源과 氣質을 포함하는 內的/個A的 要因들과 개인의 社會的

네트워크， 社會參與， 職業， 收入 등의 外部的인 要困들이 包含된다. 이 모 

델은 動機過程파 社會的인 相互作用 및 派生된 能力은 개인의 사회적 個A

的 Coping Resource 資塵과 性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假說을 가진 

다. 이 모텔에서 動機過程은 性病에 관한 지식과 성병과 性行廳에 관련된 

CD健康에 대 한 생각(health beHefs) (2) 認知하는 危險， 그 深刻性의 程度，

鍵防的인 행동에 대하여 有益하냐 陣陽가 되는가에 대한 認、識의 結果에 대 

한 期待，@個A의 基準과 目標(宗敎的인 믿음과 數育的인 成就 등)와 관련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行짧에 미치는 動機의 效果는 個A이 처한 社會의 맥락에 의해서 조정되 

는 것으로 보인다. 本 昭究에서 社會的인 맥락의 範購에 포함되는 變數는 

父母와의 커뮤니케이션， 친구와의 相互作用， 異性交際 등이다. 動機와 行혔 

間의 관계는 社會的인 技術(soci려 skills)과 행위에 대한 趣向(危險을 감수 

하는 性向과 藥物使用 等)을 포함하는 派生된 능력에 의해 調整이 된다. 

危險感受와 藥物使用은 部分的으로 衝動을 調節하고， 目標를 세우고， 社會

的인 암시를 理解하고 計劃을 餐行하는 技術이 부족하다는 것을 反影하기 

때문에 否定的으로 生成된 能力의 領域에 屬한다(Ew없t， 1991). 

이 모텔은 個A을 한 시점이 아닌 어느 期間동안 觀察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고 있다. 즉 안전한 性行짧를 수행하느냐 성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判斷은 한순간의 판단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個A的， 文化的 環境 하에서 

持續的으로 再評價된 結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모텔은 社會的인 影響力과 個Å， 問題解決 과정 사이의 상세한 相互過

程을 묘사하는데 有用한 모텔이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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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Proceed모댈은 當面한 課題와 問題를 理解하는 모든 가능한 危

險要因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有效하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 社會的인 영향들의 優先}I頂位를 제시하지 못하며 사회적인 要素와 個

人의 屬性間의 상세한 相효作用과 관계를 搖寫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사회적인 影響要素를 現實的으로 전부 考慮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프로그램 投入段階에서는 사회적으로 適切한 영향력 있는 變數를 選擇하고， 

社會的인 要素와 個人的인 屬性 相互間에 支持되고 統制된 과정을 이해하 

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相互間의 주고받는 커뮤 

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本 昭究에서는 Precede 

Proceed모델을 變數選定에서 첫 段階로 考慮하였고， 대상자의 特性에 따라 

相對的으로 중요한 變數를 가리기 위하여 發達過程 훌學모댈을 고려하였으 

며， 社會的 影響力과 개인간의 相互作用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Action Theory를 統合하여 利用하였다.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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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性行態 分析을 위한 統合모텔 

本 昭究에서 사용된 모텔은 앞에서 소개된 3가지 모델을 統合한 것이다 

(그림 2-4 참조). 다시 말해 맘ecede-Proceed 모텔에서는 性行顯를 설명하 

기 위한 3개 그룹(즉 個A의 屬姓， 社會的 影響， 그 외에 성행태를 가능하 

게 하는 要因들)의 變數들을 選定하였고， 發達過程 훨學모텔에서는 Precede 

-Proceed 성 행 태 모렐 變數 중에서 生陣짧階過程에서 중요한 影響을 미치 

는 社會的 變數를 우선적으로 定하였으며(父母와 同價)， 마지막으로 Soci려 

Ac다on 모텔에서는 이러한 성행태를 助長하는 個A的 要因파 社會的 要因

그리고 그 외 요인들과의 相互關係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제시된 統슴모 

델은 Precede-Proceed 모델을 근거로 하여 社會的 要困은 發達過程 훌學모 

델을 빌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고， 社會的 要因과 個A的 屬性과의 相互

作用은 Social Action 모델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자 <그림 2-4>와 같은 分

析틀을 시도하였다. 

---- 사회적 요소와 상호작용 과정 ........... -_ ...... . 

j I부모와의 상호챔| • | 친구의 영향 | ;1 
톱기 펴카작욕 겁갚뾰트R 결:.:;표 

-• IL 읍주에 대한 기대감 
2. 성행태에 대한 태도 

-• 성행태 |• |성병감염 

3. 개인의 감각적 성향 

I 
헛섯되 복91 의 자죄 

술， 담배， 음주시작연령， 
데이트시작연령 

그림 2-4. 性行態 分析을 薦한 統슴모델 



第 3 章 昭究方法

第 1 節 標本抽出 및 調훌方法 

1. 標本抽出 및 資料萬集

本 調훌의 대상은 우리 나라의 未婚 男性1)중 서울 및 서울주변 工團地域

의 動勞者 집단과 이에 社會 階層的으로 대웅되는 집단인 서울지역의 大學

生 集團을 調훌 對象 棄團으로 하였다. 

미혼남자 

l 근 로 자 「펴-학 생 

대鍵를 

노조동사통조접한합근을 부조 업서사체를관접 통근리한 

그림 3-1. 調훌 基本設計

1) 초사표 점검과정에서 미혼자중 사실혼인 정우는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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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動勞者

性行態에 관한 조사는 個A의 性行짧에 대한 사항을 개인의 秘密을 保障하 

면서 가급적 率直하고 正確하게 조사할 수 있는 接近方法은 選擇이 중요하 

다. 外國의 연구들을 보면 집단을 조사할 경우 自己가 記錄하도록 하는 方

式을 택하는 경우와 面接者가 說問調훌하는 방식 2가지를 모두 活用하는데， 

조사대상자의 特性과 조사 狀況에 따라 選擇한다. 우리 나라에서 그간 실시 

된 女性 動勞者에 대한 調흉(홍문식 외， 1잃4)(김한경 외， 1991) 및 大學生에 

대한 조사(대한가족계획협회 ， 1CJl7)는 自己記入式으로 웅답하게 한 後 回收하 

는 方式을 택하고 있다. 

조사대상 庫業場의 선정은 짧究設計時에는 그E團地域의 業體別 男子動勞者

數에 대한 자료를 土훌로 系統抽出 方法을 고려하였으나 業體別로 結婚狀態

別 男子 職員數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우리 나라의 現實에서 대부분의 業

體가 民間機關으로서 직원의 A的事項에 관한 사항이 公開되는 것을 回避하 

며 또한 動勞時間中 조사가 허용되지 않아 조사대상자의 接近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다음의 5가지 다각적인 조사접근 방법을 시도하였으 

나 그 중 G)，(2)，@의 調훌方法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여 @，(5)의 經路를 통 

하여 對象業體를 有意標集方法(Pt끄J)Osive sampling)으로 選定하여 조사대상 

자를 선정하였다. 

試圖둬 調흉 接땀方法 : 

@ 勞動部의 協助를 통하여 業體의 조사 협조를 구하는 方案

@ 事業主 協議會를 통하여 調훌 隨助를 구하는 方案

@ 塵業場 특수 身體檢훌(精密 身體檢짧)를 하는 大學病院들을 통하여 業

體에 接近하는 方案

@ 童業場의 職員훔生 管理擔當者를 통하여 調훌協助를 구하는 方案

@ 勞動組合을 통하여 調흉 協助를 구하는 方案

@, (5)의 방법은 政府나 事業主體얘y의 權威主議的 접근이 아니기 때분에 

自記 記緣式(Se}f-때minister，려) 조사방법을 택한 本 昭究에서 결과를 보다 

솔직하게 웅답할 수 있는 長點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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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경로를 통해서 조사지역 및 業體種類를 감안하고 總 調훌 對象者

가 1，000명 정도의 規模로 하여 서울시 구로공단의 9개 業體와 서울 주변 부 

천市의 2개 業體， 총 11개 業體를 選定하였다. 조사실시는 짧究陣이 조사에 

대한 有意事項을 설명한 후 封合된 調훌票를 勞組幹部 또는 會社의 홈生管理 

擔當 部훌훌에서 童業場內의 생산직 未婚 男性 全員에게 封印된 상태로 조사표 

를 配付하게 한 후 回收하였다. 

연구방법 

業體別 조사대상 및 回收된 조사표는 <表 3-1>과 같다. 總 1，105名에 게 

배부된 조사표 중 應答 不應， 조사표 未며收， 조사표 未完 等으로 인하여 66 

명올 除外하고 최종적으로 集計 分析된 조사표는 1，039명으로 94%의 높은 }薦

答率을 나타내었다. 

動勞者 調흉結果의 標本規模表 3-1. 

완료된 
조사표 

조사표 미완， 
부실， 미회수， 
조사불응둥 

(B) 

응답률 조사대상 
업체(산업부분) 

(C/A) (C=A-B) (A) 

94.0 

94.1 
87.7 
97.6 
94.2 
93.4 

1,039 

144 
114 
124 
98 

114 

66 

9 

퍼
 3 

4 
8 

1,105 

153 
130 
127 
102 
122 

95.1 
94.9 
94.5 
94.0 
96.4 
90.0 

98 
130 
89 
47 
54 
27 

5 
7 
5 

깎
 3 

낌
 

103 
137 
94 
50 
57 
30 

대기업 
A(식품) 

B (식품) 
C (비철금속) 
D (철강) 
E (기계) 

중소기업 

F (인쇄출판) 
G (전기기계) 
H(전기기계) 

1 (전기기계) 
] (산업화학) 
K(의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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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大學生

動勞者 集團과 對照되는 집단으로 大學生 집단에 대한 조사는 근로자 조 

사와 周邊環境 여건을 類似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내 大學에 局限하여 實

施하였다. 

조사대상 大學生의 標本選定은 2段階의 系統抽出 方法으로 대학과 系列

을 선정한 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학년이 調훌對象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학년을 層化한 後 學科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과에 대하여는 原則的으 

로 最終 調흉單位를 30명 정도의 집락(c1uster)으로 하였다. 標本抽出 방법 

은 1차로 서울시내 각 大學의 學科 및 學年別 定員이 수록된 교육부의 

1994년 大學編制定員標(교육부 1994)를 통하여 학생수를 累積하여 系統抽

出을 하였다. 1차적으로 4개의 조사 대학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에서 

2차로 系列別 학생수를 累積하여 系統抽出 방법으로 2개의 系列을 선태한 

후 系列內에서 학년별로 層化抽出方式으로 학과를 선정하였다. 現員을 고 

려하지 않은 것은 현원은 學年別， 學期別로 蠻動이 있고 大學에 따라서는 

公開를 꺼리며 실제로 定員과 類似한 水準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選定된 學科에서 調훌協助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購接學科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學科의 定員이 적거나 男學生數가 적어 조사 

대상자가 30명에 크게 未達되는 경우에는 購接學科를 追加로 조사대상으로 

包含하였고， 수업에 참여한 學生數가 學年當 50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出

席훌號를 基準으로 50명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該當學科의 學

生들을 가급적 않홉짧없이 조사하기 위하여 出席率을 사전에 把握하고 專攻

必須 科目時間을 뽑u愛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 當時에는 대부 

분의 大學이 4學年 定規受業時間이 적고 受業參與率이 낮아 4학년 調훌學 

生數는 他 學年에 비해 적었다. 

위의 3次에 걸친 系統抽出 결과 선정된 總 4개 大學을 조사하여 얻은 最

終調흉 대상수는 1，151명이며， 조사에 웅하지 않거나 조사표 記載가 全般的

으로 不實한 48명의 조사표를 除外하고， 총 1，103명에 대한 조사표를 集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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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하였다(표 3-2, 표 3-3 참조). 

表 3-2. 大學生 調훌結果의 標本規模

조사대상 조사표 미조완사，불 부웅실둥， 완료된 응답률 
대학교 미회수， 초사표 

(A) (B) (C=A-B) (C/A) 
계 1,151 48 1,103 95.8 

A 대학 277 14 263 94.9 
B 대학 298 16 282 94.6 
C 대학 306 13 293 95.8 
D 대학 270 5 265 98.1 

表 3-3. 大學別 學年別 標本數

계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1학년 265 39 87 84 55 
2학년 285 78 75 57 75 
3학년 321 85 69 92 75 
4학년 232 61 51 60 60 

2. 調훌票 設計 및 調훌內容 

調훌道具가 된 조사표는 先行昭究 및 外國의 연구를 통하여 姓行態와 關

聯이 있을 수 있는 居住形態， 收入程度， 職業 滿足度， 餘酒， 吸煙， 趣味活動，

부모의 特性 等의 一般的인 樓數， 性에 대한 知識覆數， 避狂方法에 대한 認知

도， 性行옳에 대한 態度 變數， 성행태 변수들을 調훌項目으로 構成하였다. 이 

와 같은 조사항목은 2차에 걸친 事前調훌와 童業樓 管理者 및 勞組 幹部와의 

협의를 거쳐 動勞者가 웅답할 수 있는 水準으로 調흉問項의 길이， 廳答完7

時間， 語棄， 문항의 순서와 skip-pattern 等의 내용을 修표하고， 專門家의 諸

問會議를 거쳐 補完되었으며 WHO의 擔當諸問官의 옮韓時 충분한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確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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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次로 動勞者에 대한 調훌를 완료한 후 調훌經驗을 바탕으로 大學生에 대 

한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接近이 相對的으로 容易하고 조사내용(문항의 

난이도 풍)과 조사시간의 制約을 덜 받을 수 있는 調훌與件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追加하였다. 또한 대상자 選定에서도 上記한 바와 같이 制限的이기 

는 하나 任意抽出(random sampling) 방법을 試圖하였다. 조사표 내용은 

附錄에 收錄되어 있다. 

1) 動勞者 調훌票 

一 對象者의 一般的 事項

- 性數育 庸修 狀態

- 性에 대한 知識水準

- 姓行廳에 대한 態度

- 避狂方法 및 性病에 대한 認知度

- 性病 및 AIDS에 대한 知識

- 性行態에 관한 事項

一般性經驗

。 倫짧女性과의 性經驗

- 性病感榮 經驗

- 性敎育에 관한 要求度

2) 大學生 調훌票 

動勞者 조사표와 同一한 項目 이외에 다음 항목을 追加 調흉함. 

-父母의態度및支援 

- 술의 心理的인 影響程度

- 大學生活에 대한 滿足度와 同優(peer) 集團의 性向

- 콘돔 使用에 대한 顧度

- 性行옳 對象別(倫落女性， 女子親舊， 우연히 만난 女子) 性行態에 問項

- 調훌對象者의 타고난 센셰이션한 願向

- 宗敎에 관한 項目



연구방법 31 

3. 調훌實施 및 結果集計

動勞者 조사는 事前調훌가 5월에 실시되었고 本調훌는 6-8월에 실시되었 

다. 조사기간이 길었던 것은 調흉協助를 받는 과정에서 會社 또는 勞動組

合測의 事情에 따라서 실제조사가 運延된 業體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사는 

本 昭究陣이 업체를 옮問하여 노동조합 幹部 또는 會社管理部뿔 職員에게 

說明을 한 후 이들이 조사대상자에게 傳達하는 間接的인 方法을 活用하였 

으며 각 조사표는 각각 封困 봉투에 넣어져서 自己가 記鍵하도록 配布하고 

2-3 日後 回收하였으며 연구진이 수시로 출장하여 조사를 指響 藍督하였다. 

大學生 조사는 事前調훌가 9月에 실시되었고 10-11月에 本調훌가 실시되 

었다. 조사는 본 연구진이 數授 및 助數의 협조를 얻어 受業時間의 일부를 

할애 받아 講훌훌室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調흉 趣冒를 절명한 후 自己가 直

接 記錄하도록 하여 연구담당자가 直接 조사표를 며收하였다. 

回收된 조사표는 일일이 調훌票 며收段階의 檢討와 資料入力 後의 檢討

過程을 거쳐 不實한 조사표는 除外시켰으며 자료의 分析에는 SPSS 및 

SAS-PC패기지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4. 로지스틱 回歸分析에 活用된 變數

分析에 활용된 從屬變數와 獨立變數를 정리하면 <表 3-4>와 같다. 

가. 從屬變數

分析을 위해 從屬蠻數를 二元化했다. 즉 웅답자가 性病(STDs)을 적어도 

한 번 이상 經驗했다고 웅답한 경우에는 1로， 경험한 적이 없었다면 2로 符

號化 하였다. 動勞者와 大學生들 모두 全生에 걸친(Life time) 性病에 대한 

有病率이 計算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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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病寧은 어떤 時點 또는 一定期間 동안에 發生한 훌病의 程度를 測定하여 

醫鷹， 社會서비스 그리고 讓防事業의 必要性을 뼈l定하는 有用한 指標이다. 

또 하나의 從屬흉흉數는 賣春編， 愛A， 우연히 만난 파트너와의 性行짧 經

驗與否이다. 이들 각 변수는 성행위를 했다면 1로， 한 적이 없었다면 2로 

符號化 되었다. 

나. 獨立變數

獨立變數들에 있어서 I團動勞者와 大學生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覆數들은 카이제곱근 分析을 위하여 範廳形 變數로 符號化 하였고， 몇몇 변 

수들은 로지스틱 며歸分析을 위하여 連續蠻數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로 

지스틱 며廳分析에서는 범주형 變數와 連續蠻數 모두를 통한 統計分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大學生에서 感情(센세이션)의 경향 測定R度는 刺載과 興寶의 個A水華의 

차이 R度로서 Zucken뻐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107ß 項目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7개 항목을 調훌하였다. 각 항목의 1 또는 2로 

符號化 되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應答者의 選擇을 基鍵로 하여 合計點을 

求한 後 R度값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O”, 다른 하나는 “1"을 주었다. 흩t 

酒經驗의 경우 性行廳에 미치는 음주영향에 판한 13가지 효과가 

Leigh(1990)에 의해 개발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와 “매우 많이”의 

범주를 가진 4R度로 調훌되었다. 

婚前 性行薦에 대한 태도는 웅답자에게 一般女性， 約婚女， 우연히 만난 

여자， 그리고 賣春歸와의 性交에 관한 9가지 質問을 하였으며 ， 4R度가 사 

용되었다. 실제 질문의 한 예는 “約婚女와의 性行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이다. 웅답척도 선택은 “성행위를 한다”의 1에서 “해서는 안된다”의 

4까지 構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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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數에 관한 항목도 4웅답척도(1: “중요치 않다" 4: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했다. 

父母의 養育에 판한 變數는 1989 Baltimore What' s Happening 

Questionnaire에 父母介入에 관한 항목을 修整한 것이다.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각 항목은 1에서 4까지의 4.R度들을 갖고 있다. 大學生活에 관 

한 질문은 대학생활에서의 輔足과 軟酒消費의 性的經驗에 同價集團의 影響

要素들을 가진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콜 사용과 性行廳間의 聯關性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웅답자들은 첫번째 

性交와 한 번 이상 性交經驗이 있는 사랍의 경우 가장 最近의 性交 당시 

그들의 알콜 消費와 性行옳에 판해 質問되어졌다. 

本 鼎究에서는 平素의 일반적인 軟酒패턴에 대해서도 調훌되었다. 본 연 

구에서 알콜사용에 대해서는 알콜의 使用頻度와 使用量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알콜 연구분야에서 消費와 알콜의 總量에 대한 뼈l度에 관한 2개의 學說

이 최소한 存在하고 있다. 첫째 학셜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음주하는 날들 

의 알콜 消費量과 알콜이 消費되는 날수를 指標로 사용해서 이 두 지표들 

을 곱해서 總 散酒消費量을 推計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학셜은 첫번째 학 

설에서 고려된 사항 외에 平素와는 달리(예: 過軟時) 軟酒한 경우에 消費한 

알콜의 量과 각각의 경우에 알콜이 消費되는 날들의 數를 앵u定한 다음 총 

소비량은 각 敢酒패턴시 消費되는 알콜 量을 더해서 推計한다. 

本 짧究에서는 兩 接近方法을 모두 활용하여 大學生에서는 後者의 방법 

으로， 動勞者에서는 測定 蠻數가 제한되어 있어 前者의 방법으로 總알콜 

消費量 指數를 계산하였다. 

즉 1 日 동안 알콜올 消費할 確率(F)에 365를 곱해서 1년동안 알콜을 消

費할 확률을 구하고， 이 數植에서 不規則的으로 평소보다 많은 알콜 消費가 

발생한 즉 過軟日數를 뺀 후 여기에 평소 알콜 消費量을 곱하고， 過軟時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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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消費量에 過軟日數를 곱하여 합하면 일년 동안 소비된 에탄올의 온스 

(Ounces)7} 구해진다. 이를 365로 나누면 그 결과치는 해당 軟酒의 하루 

소비 량을 意味한다(Polich， 1979, p.147). 

이 公式은 

A XD+Q(365F-D) 

365 

A: 평소와는 다른 과음시 알코올 소비량 

D: 명소와는 다른 과음시 알코올 소비가 발생한 날수 

Q: 평소 알코올소비량 

F: 1일 동안 알코올을 소비할 확률 

위 公式에 각각의 술의 種類別로 알콜량으로 換算하여 適用하였다. 막걸 

리， 정종， 청주， 포도주 등은 본 연구에서 計算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조사 

대상인 動勞者와 大學生들이 이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이들 술은 에 

탄올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 계산에 適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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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4. 性行顧 및 性病의 關聯要因 分析에 使用된 變數

목 항 

종속변수 
。 성행위 경험 

- 일반(전체) 
- 윤락여성 
- 우연히 만난 여성 
- 여자친구 및 결혼대상자 

。 성병감염기왕력Oife time) 

1. 성행위(성교)경험 
2. 성행위 미경혐 

1. 성병감염경험(과거 빛 현재) 
2. 성병 미감염 

독립변수 

。 연령 I (Logistic Regression분석) 

。 연령 11 (i 분석) 

。 교육수준(근로자) 

。 교육수준(대학생) 

。 군경력 

。 결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근로자) 

。 여자친구와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근로자) 

。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성햄위 대한 
태토 (근로자) 

윤락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근로자) 

。부모와 동거여부 

실수 

4분위 수(quartile)에 의 해 
1. 20세 이하 
2. 21-22세 
3. 23-24세 
4.25세 이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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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 2학년 
1. 3, 4학년 

1. 군훨 
o. 군미펼， ROTC 

o. 기타 
1. 꼭 지켜야 한다 

o. 된다 
1. 안된다 

o. 된다 
1. 안된다 

o. 필요하다 
1. 삼가는 것이 좋다 
2. 절대로 안된다 

o. 함께 산다 
1. 떨어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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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변 수 

。 현재 데이트 여부 

。 음주 시작연령 

。 데이트 시작연령 

。 수입(대학생) 

。 수입(근로자) 

。 직업만족도(근로자) 

。 학업성적(대학생) 

。 전공만족도(대학생) 

。 감각적 성향(대학생) 

7문항의 합계첨을 이분위 
(50th percentile)로 나눔 

。 음주가 성행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 
13항목중 factor 없lysis에 의하여 
5문항의 합계점을 이분위로 나눔. 

O. 안한다 
1. 한다 

항 목 

O. 19셰 이후 
1. 18세 이전 

O. 19셰 이후 
1. 18세 이전 

0.20만훤 미만 
1. 20만원 이상 

0.70만원 미만 
1. 70만원 이상 

O. 매우만족， 만족 
1. 그저 그렇다 
2. 불만족， 매우불만족 

O. 나쁘다 
1. 좋다 

O. 불만족 
1. 만족 

O. 1-8점(정향이 적읍) 
1. 9-14점 (경 향이 많읍) 

척도: 1-4 
l(전혀그렇치않다)-4(상당히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다 
4. 상당히 그렇다 
부여한후 항목합계치를 2분위로 나눔 

• 0.13점 이하 
1. 1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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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변 수 항 목 

。 혼전 성행위에 대한 태도(대학생 척도: 1-4 
일반여성， 약혼녀， 우연히 만난 여자. 1 l(한다)-4(해서는 안된다) 
윤락여성에 대한 9운항중 1<일 반> 0.18점 이하 
- 일반 7문항 1. 19점 이상 
- 윤락여성문항 2문항 1<융락여성> 0.6이하 
- 여자친구， 우연히 만난 여자 5문항1. 7이상 
을 선정하여 각각의 합계점을 2분1<여자친구， 우연히 만난여성> 
위로 나눔 O. 12점 이하 

1. 13점 이상 

。 종교성:4항목(대학생) 

。 부모의 양육(Parenting: 14항목) 

(대학생) 

14항목에 대한 factor analysis 후 
5항의 합계점을 2분위로 나눔 

척도: 1-4 
l(중요치않다)-4(매우중요하다) 

• 0.7점 이하 
1. 8점 이상 

척도: 1-4 
l(항상그렇다)-4(결코 그렇지 않다) 
• O. 13점 이하 

1. 13첨 이상 

。 대학생활과 친구영향: 11항목(대학생) I 척도: 1-4 
11항목에 대한 factor analysis 후 I l(전혀 그렇지 않다)-4(정말 그렇다) 
3항목의 합계점을 2분위로 나눔 | • 0.6점 이하 

。 음주정도=옴주 확률(대학생) 

A XD+Q(365F-D) 
365 

A: 파읍한 날의 에탄올 소비량 
D: 과읍한 날(日)수 
Q: 평소의 알코올 소비량 
F: 1일간 알코올 소비확률 

。 음주정도(근로자 Q X365F 
365 

1. 6점 이상 

O. 15 이하 
1. 16-39 
2. 40-91 
3.92 이상 



38 

第 2 節 分析方法

本 隔究에서는 선정된 項目의 信賴度를 높이고 測定하는 항목의 客觀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1951)의 Coefficient alpha( a)와 要因分析

(factor analysis)의 주성 분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分析에 사용할 變數

를 選定하고 일부 변수는 統合하였으며， 차이스퀘어 分析을 통한 技術的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 

1. 信賴度(Reliability)

動勞者 조사에서는 社會心理學的 변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표 

내용에 포함된 社會心理學的 變數에 대한 信賴度 및 윷當度를 평가할 필요 

가 없어 이 부분은 大學生 조사항목에만 適用하였다. 

조사항목과 항목의 R度(scales)에 대한 信賴度를 測定하지 않고서는 結

果의 의미를 一般化시키고 推定할 수 없다. 측정 방법에 대한 理論은 대부 

분 心理學的 측정에서 發展되었으며 社會學 分野에서는 知能을 테스트하는 

데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그 후 軍餘에서 職業適性 檢훌方法으로 활용되면 

서 심리학적인 측정방법의 劃期的인 發展을 보았으며 2次 世界大戰中 그 

중요성이 總頂에 달하였다， 1950年 以後 測定理論， 誤差， 信賴度， 종當度 

等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敎育學的 테스트 분야에서부터 여러 分野의 사회 

적인 測定全般에 걸쳐 廣範圍하게 활용되고 있다(Celentano， 1976) , 

R度測定과 신뢰도는 標本 모델영역(domain)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텔 

에서는 假說的인 母集團 항목영역에서 無作鳥로 抽出하여 얻은 특정한 標

本項目들을 測定하게 된다. 特定 職念을 가진 항목들은 一般的으로 無作寫

抽出된 항목과 비교할 때 특정 平均값을 갖는다. 基本擺念은 無限定한 거 

대한 相關行列(matrix)을 가지는 전체 항목영역이 있다고 할 때 項目間의 

重複과 相關關係로 인하여 각 항목과 항목간의 平均相關關係가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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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영역을 代表하는 항목의 젤을 抽出해 낼 수 있다는 假定에 기초하고 

있다. 즉， 信賴度 계수는 항목간 相關係數의 平행f直로 나타내는 것으로， 항 

목간의 同質性과 相關關係가 높으면 상관계수의 推定{直는 좀 더 정확하고 

不便推定植를 얻을 수 있다. 항목의 수가 많으면 平均 相關度의 標準誤差

가 작아져서 無作廳 誤差로 기인하는 신뢰도 推定{直의 오차가 크게 줄어들 

어 信賴度 係數가 높아진다(Nunnally， 1967) , 

生物學이나 物理學者들은 신뢰도의 推定方法으로 여러 번 측정을 반복하 

여 측정의 신뢰도를 얻는다. 하지만 여러 번 反復 測定할 수 없는 狀況에 

서 行動科學者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項目을 여러 개 나열하고 이 항 

목간의 平均相關度에 근거해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의 檢

훌로서 주어진 검사에 독특한 信賴度 추정치를 얻는 方法을 開發하였다. 

이런 係數를 ‘내적 일관도’ 測定이라 한다. 이 방법은 Kuder and 

Richardson (1 937)의 formula를 一般化시켜 Cron bach (1951)가 사용한 

coefficient “ alpha"( a)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여 칸단히 

여기서 

한나머지 

1- 훤J/(찮J+2L원Cov( 낀 κ))] 

k는 항목수이다. 이 分散 공분산행렬을 相關關係 行列을 이용하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a는 공분산행렬의 對角續 成分의 合이며， b는 대각선 부분을 제외 

成分의 合이다. 

일반적으로 항목수를 첨가하면 信賴度가 높아지지만 항목수를 無限히 더 

하면 신뢰도에 미치는 影響은 점차 적어진다. 또한 첨가한 項目이 항목간 

平均 相關關係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항목을 더하면 척도의 신뢰도가 낮 

아지기도 한다. 항목수가 많아지면 측정을 하는 데나 結果를 활용하는데 

非經濟的이므로 적절한 水準에서 항목수를 制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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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賴度가 보장되더라도 찢當度 문제는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며， 신뢰도 

係數는 多次元(multi-dimensionality)的인 성격의 항목을 分別하지 못하는 

限界를 가지고 있다(Cel， p. 221). 

2. 要因分析(Factor Analysis) 

多흉흉量 資料分析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抽象的 擺念을 나타내는 

많은 변수들을 몇 개의 次元으로 묶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개념의 부분 

적인 要素들인 變數를 묶어 보다 추상적인 요인을 統計的으로 構成하여 변 

수를 줄임과 동시에 보다 正確하게 從屬흉흉數와의 판계(본 연구에서는 성행 

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 주성분 要因分析(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은 변수 

들 간의 분산-공분산 관계를 이용하여 이 변수들의 續形結合으로 표시되는 

주성분을 찾고 이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주성분으로 가능한 한 全體의 變

動(v따iance)의 대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多覆量 分析技法으로 開發되었 

다. 주성분들은 서로 相關이 없거나 또는 獨立的인 새로운 변수들로서 情

報의 손실이 最小化되도록 구한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분석을 活用한 목적 

은 鍵數를 몇 개의 次元으로 묶어 며歸分析에서의 설명변수의 수를 제한하 

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h 2은 각 요인의 loading의 제곱근을 합한 것이며 각 요인(factor) loading 

의 最小값은 .3-.4이다. 또한 h Z은 共通性(communality)의 R度로서 며 

歸分析에서 決定係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共通要因 factor가 蠻數의 

分散을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100%에서 공통성을 뺀 부분은 특수성 

(specificity)이라 하며 그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特珠要因에 의 

한 分散으로서 共通要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나타낸다. 

初期의 패턴행렬을 얻은 후 요인이 가지는 擺念上의 의미를 더욱 더 부 

각시키기 위해서는 꽤턴행렬이 單純構造를 갖도록 며轉시킬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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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보통 사용하는 方法인 Varimax 며轉方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요인은 -般的으로 固有植(eigen value)가 “1" 이상인 주성분만을 사용 

하였고， 補助的으로는 scree option을 사용하였다 Scree option이 란 그래 

프 상으로 factor의 갯수를 정하는 것으로 SAS-PC에서 쉽게 option으로 

구할 수 있다. 

本 짧究에서는 센세이션 追求願向(sensation seeking)에 관한 7개 변수 

는 1개의 요인으로 설명되어 며轉시키지 않았으며 요인적재계수가 음부호 

(-)인 경 우는 재조정 하여 alpha( a) 信賴係數를 구한 결과 .66이 었다. 

알콜의 期待感에 대하여는 13개의 분항이 조사되었다. 敢酒를 하지 않는 

대상은 正確한 廳答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分析에서 제외시켰다. 주성분 

분석의 scree plot와 Varimax 며轉方法을 통해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 

다(SAS ， 1990). 즉 5개의 변수는 ‘요인 1’로 ‘對A關係에 있어서 積極性’을 

나타내었으며 (a =.잃)， 6개의 변수는 ‘요인 2’에 포함되었는데 ‘性에 판한 積

極性’을 나타내었다(a =.88). 2개의 변수는 ‘요인 3’에 포함되 었는데 ‘음주로 

인한 統制力 喪失’을 나타내었다. 요인 3은 요인적재계수와 a 계수가 낮았 

다. 

8개의 性에 관한 態度變數에 대한 要因分析結果는 婚前의 性行德에 대하 

여 5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要因 l( a =.86)과 2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요인 2 

로(a=.8l)로 區分되었으며， 2개의 변수는 어느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宗數性에 관한 3개의 變數는 한가지 要因으로 分類되었으며 a 계수는 .70 

이었다. 

父母의 養育態度에 관한 14개의 문항으로 부모간의 관계， 부모의 모니터 

링， 부모의 性에 관한 態度 둥이 조사되었는데 4개의 要因으로 區分되었다. 

즉， 부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1’은 4개의 변수로 構成되었는데 이중 1 

개의 변수가 요인적재계수와 固有備에 미치는 影響이 적어 3개의 變數만을 

사용하였으며 a 계수는 .76이었다. 부모의 관여와 모니터링을 나타내는 ‘要

因 2’는 5개의 變數로 되어 있는데 a계수는 .70이었다. 性에 관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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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度를 나타내는 ‘要因 3’은 3개의 蠻數가 포함되었는데 a 係數는 .68이었 

다. 14개의 변수중 4개의 변수는 세 가지 要因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分

析하였다. 

大學生活파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 11개는 ‘大學生活의 滿足度’， ‘學業成

就’， ‘軟酒에 대한 친구의 壓力’， ‘性行德에 대한 친구의 影響’의 4개의 요인 

으로 分類되었다. 요인 1에는 4개의 변수(a =.40), 요인 2에는 2개의 변수 

(a =.32) , 요인 3에는 2개의 변수(a =.48), 요인 4에 는 3개 의 변수( a=.74)가 

포함되어 요인 4만이 의미 있는 a 계수를 보였다 a 계수가 낮은 요인 3의 

變數는 chi-square 分析과 logistic statistics에서 個別的으로 다루었다. 

3. 로지 스틱 回歸分析(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 며歸模型은 일반적으로 며歸模型과 유사한 것으로 判別分析 모 

형2)과 같이 從屬變數가 二分的으로 변수의 값이 ‘예’， ‘아니오’라는 결과를 

얻는 것을 몇 개의 說明蠻數(獨立變數)와 연계하여 그 관계의 형태를 설명 

하는 모형을 構藥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二分的인 결과를 얻을 可能

性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Afifi ， 1984). 

로지스틱 며歸分析의 基本假定은 交又比(odds)의 자연로그는 獨立變數들 

과 線形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x변수의 分布에 대해서는 특별한 假

定이 없으며(즉， 변수들이 多變量 표規分布를 한다는 假定이 불확실할 때 

사용)， 이 분석의 가장 큰 長點은 X변수가 序列R度 외에도 名目R度와 範

購R度가 섞 여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다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뼈[ φ(씨 (1-P(y)) ] =Ro+R1Xl+짧2十 十a찍p 

2)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이 둥간 척도 이상이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에는 판별분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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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從屬蠻數 y를 性行짧 경험이라고 하면 웅답자가 경험이 있는 경 

우는 y=l이며， 應答者가 性行옳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y=oo] 된다 Xl， ... , 

Xp는 說明變數들로서 連續變數나 範購變數 모두가 가능하다. ßi는 回歸係

數로서 모든 다른 변수들을 統制하였을 때 Xi의 Kth level과 Xi의 K-l th 

level의 비(比)인 odds 값에 로그를 취한 며歸係數이다. 본 연구에서는 

SAS 패키지 프로그램의 LOGISTIC procedure을 사용하여 최우도추정치 

C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coefficients)로 母數를 推定하였다CSAS， 

1990). 

第 3 節 짧究의 制限點

本 屬究는 우리 나라에서 성행태의 危險集團으로 간주되고 있는 未婚의 

男子 動勞者 集團과 이와 對照되는 男子 大學生 集團의 性行態와 性病感梁

樣相을 把握하고 이들의 性行寫에 대한 規範과 성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社

會，人口， 心理學的 要因들과의 聯關性을 파악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 

들 階層의 건전한 성행태의 定看을 위한 具體的인 介入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向後 좁少年과 

結婚前 未婚 남녀에게 效果的이고 效率的인 性數育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 서비스를 위한 政策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實錢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制限펴、을 內在하고 있다. 

1. 橫斷資料를 통한 性行態 要因分析의 限界

本 陽究는 橫斷調흉資料Ccross-seε디onal data)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변수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關聯性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인 

지， 제3의 要因Cconfounding factor)에 의 하여 나타나는 非原因的 關聯性인 

지를 구별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行顯는 個A의 認知作用， 社會階層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規範과 여러 가지 社會心理的， 環境的 要因의 相互 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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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的인 相互作用을 통해서 長期的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행태 

의 原因的 요인을 단총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원인결과를 部分的이나마 判斷하기 위해서는 理論的 방법과 이론에 따 

른 path analysis 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 提示한 統合모텔은 

變數칸의 相互作用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有用하다고 볼 수 있 

겠으나， 이를 위하여 path analysis를 통한 檢證은 하지 않았다. 차후 經路

分析을 통한 深層分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짧究의 對象者

本 짧究의 彈點은 우리 나라 최초로 젊은 男性의 두 개의 代表的인 그룹 

인 動勞者와 大學生을 대상으로 하여 성행태를 體系的으로 接近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얼마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직종의 젊은 남성 

들에게 一般化될 수 있는지에 대한 疑問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줄로 믿 

는다. 이러한 의문점은 본 昭究結果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據

想되는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때 대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本 昭究에서 工團地域 動勞者 조사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現寶的

으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最終的인 조사대상은 選定된 工團 地域에서 

調흉隨助가 可能한 산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有意、 抽出 方法에 의하 

여 選定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근로자 集團 全體에 一般化하는데는 제 

한점이 있다. 대학생에서는 系統抽出方法에 의하여 大學과 系列을 선정하 

였는데 조사대상을 動勞者 調훌에 맞추어 서울지역 大學生만을 조사하였으 

므로 社會 文化的 여건이 相異한 農村 및 中小都市 지역의 대상자와는 差

異를 보일 수 있다. 

3. 性經驗파 關聯 行顯의 測定方法上의 制約

本 wf究에서는 다른 일반 성행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自己記入式으로 

作成되었다. 좀 더 客觀的인 자료를 얻기 위해 動勞者， 大學生들과 相互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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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努力을 기울였고， 작성된 자료의 秘密이 철저 

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認講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가 自己記入에 의한 報告(S밍f- reported)이 

기 때문에 性經驗 및 관련된 행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윷當度와 信賴度

문제가 提起될 수 있다. Self-repor않d 자료의 월當度는 性病 혹은 性交를 

客觀的으로 뼈u定하는 血波檢흉， 民檢훌 等에 의하여 客觀的인 뼈u定으로 확 

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觀察期間이 아주 짧아야 하고 대량의 조사 

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므로 考慮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측면은 이와 같은 조사를 面接方式으로 하는 경우를 고려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資料 萬集過程에서 個別面接과 面接者와의 信賴度

構藥이 必須的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Self-reported 결과보다도 過少報

告될 可能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外國의 사회조사 방법 중에서는 個A이 自身의 性經驗을 기록하는 방법 

을 改善하기 위해 부모나 친구 등 여러 가지 情報源(m띠tiple infonnants)을 

통해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을 活用하여 應答者의 報告를 確認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性經驗과 性病感業에 관한 사항은 흔히 父많나 친구에게 알 

려지지 않고 행해지기 때분에 자신이 보고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는 보장 

이 없다. 동료 친구로부터 성행태를 調흉하는 방법도 活用되고 있으나 어 

느 친구를 選擇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過少 報告되는 願向이 있다. 

부모로부터 웅답을 받을 경우에는 子女에 대한 期待感에 의해 偏向된 결과 

를 얻기 쉽다. 더군다나 이러한 여러 가지 情報源으로부터 얻은 結果의 差

異를 解決하기가 어렵다. 

또 한가지 사항은 본 연구에서 X용答者의 性經驗을 이제까지 經驗 全體

Oife time)를 적도록 했기 때문에 가까운 過去의 經驗이 아닐 경우나 성경 

험이 많은 사랍에게서 얻는 결과는 記憶의 誤差가 揚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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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하여 本 짧究結果가 어느 정도 過少報告되었거나 

過多報告된 것인지는 확실한 證據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從屬變數인 性行찮의 經驗率이 標本集團別로 一實性을 보인다는 점， 조사방 

법과 조사과정 중에 細密한 배려를 한 점， 본 연구와 類似한 性經驗에 대한 

先行昭究結果보다 다소 낮은 水準을 보인 점， 우리사회에서 男性들의 性行

德는 女性들의 성행위에 비해 許容이 되기 때문에 숨기는 願向이 적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過少報告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比較的 정확한 뼈g定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주안점은 性經驗率과 性病有病率의 水準 自體를 測定하 

는데 1次的인 덤的이 있다기 보다는 성행태에 ，관련된 要因을 찾아내어 이 

들 대상에게 適切한 介入方案을 마련하는 基鍵資料를 산출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다만 과소보고될 경우 關聯要因과의 因果關係가 積釋되어 나타 

날 可能姓이 있다. 

性病感梁經驗에 대해서는 性病의 特性상 不顯性 感梁이 높으며， 性病治擺

에서도 自家該斷에 의한 자가치료가 많기 때문에 성병의 효狀을 自覺한 경 

우를 보고한 본 조사 결과는 성병의 뾰狀經驗 有無에 대한 測定에 그칠 수 

밖에 없어 性病感梁水準파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 正確度 면에서 제한점이 

있으며 바로 현재의 性病 有病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감염된 性

病의 種類에서는 醫覆機關의 該斷을 거친 경우가 아니면 그 正確性이 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4. 動勞者 調훌와 大學生 調훌內容의 不一致

動勞者 조사와 大學生 조사내용은 共通部分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 있 

으며 이에 따라 조사분석에서도 部分的으로 두 그룹의 分析에 差異를 두어 

성행태에 미치는 요인을 補完說明하였다. 그 이유는 動勞者 조사가 完T된 

후 大學生調훌가 追加로 이루어져서 動勞者 조사경험을 통해 補完된 사항 

이 있었으며， 動勞者의 數育水準과 調훌에 웅답할 수 있는 動勞環境(塵業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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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 여건 때문에 조사의 受容可能性을 고려할 때 說問書의 길이와 운항 

의 難易度에 크게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대학생 조사에서 

는 훌b勞者 조사내용에서 포함하지 못한 社會 心理的 7JlJJ定項目을 추가하여 

성행태와의 연관성을 보다 深度 있게 把握하고자 하였다. 

5. 모델設定 및 調훌項 目 選定의 限界點

우리 나라에서 性行態에 대한 先行짧究의 制約으로 제2장에서 제시한 外

國의 理論的 모델을 活用하였으나 성행태를 說明하기에 包括的인 모델을 제 

시하기에는 限界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앞의 4항과 관련되어 大學生 조사에 

서 活用한 社會心理學的 變數(즉， 父母의 養育에 판한 항목， 大學生活 및 친 

구의 影響에 판한 項目， 알콜의 期待心理效果에 판한 항목， 宗數性에 관한 

항목 등)가 外國에서 開發된 각 방면의 領域項目과 R度를 우리 나라의 실 

정에 맞추어 다소 調整하여 사용하였고 測定項 目 의 信賴性과 찢當性을 分析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한 先行昭究가 우리 나라에는 없는 狀況에서 

각 領域의 7JlJJ定項目의 包括性과 성행태 關聯要因으로서의 흉當性에 대해서 

는 繼續的인 연구를 통하여 補完하여야 할 事項이라고 하겠다. 

6. 性行寫 相對者에 대한 性行慮 把握을 통한 比較의 必要

本 昭究에서는 動勞者와 大學生의 성행태에 대한 조사에서 男性뼈u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性行廳의 重要한 相對者가 되는 女性뼈l의 성행 

태와 直接的인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部分에서 推測을 통하여 昭

究結果를 설명해야 하는 制約이 있었다. 과거 조사자료 중 動勞女性파 女

子 大學生에 대한 조사는 1-2편이 있으나 조사시기가 10여년 經過하였고 

조사지역과 조사내용이 相異하여 比較가 不可能하였다. 本 調흉가 동일한 

지역의 動勞女性과 女子 大學生을 포함하였을 경우 이들의 성행태를 構造

的으로 明確하게 聯關지어 이들의 성행태를 理解하는데 보다 좋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第 4 章 性行態의 一般 樣相

第 1 節 應答者의 社會'Á口學的 特性

본 조사에서는 未婚男子 집단으로 우리 나라 社會에서 대표되면서 社會·

經濟적으로 대초되는 動勞者 集團과 大學生 集團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 應答者의 社會'Á口學的 特性

본 연구에서는 動勞者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단위 I團地域인 서울 구로 

공단과 부천시 공단지역의 製造業 부문의 塵業場에서 근무하는 未婚의 男

子 動勞者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大學生은 서울 시내 소재 4개 大學

의 1-4학년 학생을 調흉對象으로 하였는데 이들의 社會'Á口學的 特性을 

비교해 보면 <표 4-1>과 같다. 

動勞者의 평균 연령은 25.3셰이며 25-29세의 年敵層이 가장 높아 52.7%를 

차지하였고 大學生은 평균 22.1세로 20-24세의 年觀層이 60.2%로 動勞者에 

비해 19세 이하의 比率과 20-24세 年敵層의 比寧이 높아 動勞者 집단보다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一般 製造業 부문의 미혼 남자 動勞者의 연 

령 分布와 비교하면(노동부， 1992)1) 20대 年觀層의 比率이 약칸 높고 19세 

이하의 年觀層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敎育水準은 전체 製造業 부문 남자 

賞金 動勞者의 학력수준(통계청 1없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훌b勞者의 數育水準은 고등학교 졸업， 중퇴의 학력을 가진 動勞者가 

76.9%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1) 업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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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대학생 

계 

연령군1) 
s18 
20-24 
25-29 
30+ 

명균(S.DJ 

교육수준* 
중학이하(1년) 
고둥학교(2년) 
전문대학(3년) 
대학교(4년) 

군복무 경험a 
군 필 
군미필 

주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기타 

현재거처 

부모집 
형제칩 
친척집 
기숙사 
하숙 
자취， 기타 

부모와 벌거경험(중·고재학시)3) 
었 다 
없 다 

근로자 

% 

100.。

N 

(1,039) 

% 

100.0 

N 

(1,103) 

7.3 (76) 
29.9 (310) 
52.7 (547) 
10.0 (76) 

25.3(3.6) 

4.7 (49) 
76.9 (799) 
8.5 (88) 
9.9 (103) 

70.8 (735) 
29.2 (303) 

42.4 (441) 
15.5 (161) 
42.1 (437) 

38.4 (399) 
7.2 (75) 
3.3 (34) 

23.1 (240) 
2.5 (26) 

25.5 (265) 

36.4 (378) 
63.6 (660) 

19.1 (211) 
60.2 (664) 
20.5 (226) 
0.2 (2) 

22.1(2.5) 

24.0 (265) 
25.8 (285) 
29.1 (321) 
21.0 (232) 

42.1 (464) 
57.9 (638) 

64.5 (71 1) 
19.5 (215) 
16.0 (177) 

52'04 (578) 
4.9 (54) 
3.0 (33) 
8.1 (89) 

11.2 (124) 
21.6 (225) 

24.8 (274) 
75.2 (829) 

〈주> * 교육수준의 ( )는 대학생의 학년임. 
1) 근로자 무웅답 2명 제외 
2) 근로자， 대학생 무웅답 1명 제외 
3) 근로자 무응답 l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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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특 성 
근로자 대학생 

% N % N 

부모 생존여부4) 

두분생존 70.7 (730) 88.9 (981) 

편부(부만 생존) 4.1 (42) 0.7 (8) 
펀모(모만 생존) 20.0 (206) 8.3 (91) 

부모사망 4.0 (41) 0.6 (7) 
이흔·별거 1.3 (13) 1.5 (16) 

부의 교육수준5) 

sf- 학 5.8 (59) 2.2 (24) 
국민학교 36.8 (370 12.3 (134) 
~ 중 g[f 」「lL 25.2 (254) 13.1 (143) 
고둥학교 25.6 (258) 32.7 (356) 
대학이상 6.5 (66) 39.7 (433) 

오의 교육수준6) 

sf- 학 14.5 (143) 4.1 (45) 
국민학교 50.1 (496) 26.9 (294) 
<õζ- 녕 2fJïl. 20.5 (203) 21.9 (239) 
고둥학교 12.6 (125) 30.5 (333) 
대학이상 2.2 (22) 16.5 (180) 

<주> 4) 근로자 무웅답 7명 제외 
5) 근로자， 대학생 무응답 각각 31명， 13명 제외 
6) 근로자， 대학생 무응답 각각 50명， 12명 제외 

兵投을 마친 動勞者는 70.8%였으며 나머지 29.2%는 兵授 未畢 또는 免除

者였으며， 大學生은 42.1%가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이후 가장 오래 居住한 지역은 읍·면지역이 42.1%로써 현재 動務

地가 大都市임에도 農村地域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大學生의 成長地域은 大都市가 64.5%로 나타나 이들의 出身地別 文化的인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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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많의 특성과 관련된 變數에서는 특히 動勞者 集團과 대학생 집단의 차 

이를 볼 수 있다. 大學生 集團에 비해서 動勞者 集團은 조사 현재 居住하 

고 있는 곳이 부모 형제집을 떠나 회사 기숙사나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랍의 

비율이 높고，2) 중·고등학교 시절 父母와 別居한 經驗이 있는 사랍이 많았으 

며， 현재 父母가 생존해 있지 않고 偏母 顧下， 偏父 願下인 경우가 높았다. 

부모의 敎育水準에서도 차이를 보여 父母 모두 大學生 集團에 비해 낮은 

學歷水準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動勞者 集團은 부모의 支援과 統制를 덜 

받는 階層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에서 動勞者 集團파 大學生 集團의 經濟的 특성의 분포를 보면 

자신이 主觀的으로 評價한 가정의 生活水準에도 근로자 집단이 대학생에 

비해 가정의 經濟水準을 낮게 評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月1j5-均 收入

과 용돈은 動勞者 集團이 현재 固定 收入이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 

다. 動勞者의 月平均 收入은 71만원으로 1992년 生塵職 動勞者의 月平均

홉金 72:1，(XX)원(통계청， 199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動勞者의 경우 月收入

의 주요 용도가 가계보조 및 자신의 生活費임올 볼 때 자신이 生計에 책임 

을 지고 經濟的으로 獨立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숙사 거주가 높은 것은 일부 기업에서는 미혼의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 
하기 때문이며， 자취는 대개의 정우 공단 주변의 열악한 주택가에서 한칸 방 
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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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應答者의 經濟的 特性

내 용 
근로자 대학생 

% N % N 

계 100.0 (1,039) 100.0 (1,103) 

가정의 생활수준1) 

상 17.9 (185) 40.6 (448) 

중 58.3 (602) 41.3 (456) 

하 23.8 (246) 18.0 (199) 

월평균 수입a 

50만원 미만 10.7 (104) 40.1 (413) 

50-70만원 미만 34.9 (339) 4.7 (49) 

70-90만원 미만 31.8 (309) 0.5 (5) 

90만원 이상 22.6 (219) 0.6 (6) 

없음 54.1 (558) 

평균(S.D.) 71.0(20.3)만원 

월평균 용돈히 

10만원 미만 9.6 (94) 4.8 (52) 
10-30만원 미만 72.5 (713) 72.2 (786) 
30-50만원 미만 14.4 (142) 21.5 (234) 
50만원 이상 3.5 (34) 1.3 (14) 

월수입의 주요 용도4) 

가계보조 16.7 (165) 
형제학비보조 1.3 (13) 

자신의 생활비 21.3 (210) 

자신의 용돈 16.0 (150) 
저 축 44.1 (436) 

〈주> 1) 근로자 무웅답 6명 제외 
2) 근로자， 대학생 무웅답 각각 68명， 72명 제외 
3) 근로자， 대학생 무용답 각각 56명， 17명 제외 

4) 근로자 무웅답 57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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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吸煙및散酒實態 

가. 吸煙 實態

動勞者의 吸煙實顧는 근로자는 現 吸煙者가 73.9%였으며 대학생은 現

吸煙者가 54.7%로써 대학생 집단은 근로자 집단에 비해 年敵階層이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집단에서 吸煙A口 비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서 월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2년도 國民健康調훌(송건용 외， 

1993)의 일반인구 중 20-29세 연령층의 吸煙擊과 비교할 때 근로자 집단의 

吸煙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9년도 근로 좁少年의 吸煙率 81.1% 

(체육부， 1989)3)과 비교할 때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廳答者의 吸煙짧 

(단위: %) 

1992년 

홉연실태 
근로자 대학생 국민건강조사 

20-29세 남자 
(N=989) (N=I,103) (N=310) 

반갑이하 피움 40.1 32.8 68.5 
한갑이상 피움 33.8 21.9 
과거 홉연 7.6 10.7 8.8 
홉연 무정혐 18.5 34.5 22.7 

나. 散酒 寶態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散酒가 性行廳 특히 위험이 내재된 性行

廳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여러 行願핍究에서 밝혀지고 있다. 

웅답자의 軟酒實魔를 보면 〈표 4-4>와 같이 軟酒A口는 근로자가 

90.7%, 대학생이 94.4%로 대학생의 軟酒率이 약간 높으나 軟酒頻度와 평끌 

3) 취업중인 근로청소년 501명에 대한 초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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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을 보면 動勞者 集團에서 軟酒頻度가 잦은 사랍의 비율이 높고 1회 

平행 軟酒量도 많은 사랍의 비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1992년 

國民健康調훌의 일반인구중 20-29세 남자인구의 軟酒짧과 비교하면 본 조사 

대상자인 근로자와 대학생 집단의 軟酒A口 比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應答者의 軟酒實態

홉연설태 근로자 

계 100.。

(N) (1;038) 

음주여부 

마 심 90.7 
안마심 9.3 

첫음주시 연령 
드 14 2.6 
15-19 51.9 
20+ 45.5 
평균 18.9세 
(S.DJ (2.3) 

음주횟수/월 

거의 매일 마심 6.6 
3-4회 /1주 30.8 
1-2회/1주 24.0 
2-3회/1달 26.7 
1회A달 8.2 
안마심 3.6 

1 회 평균음주량 
소주 1-2잔 정도 15.9 
소주 반병 정도 34.0 
소주 1병 정도 36.0 
소주 2병 이상 14.1 

<주>1) 주 2-4회 2) 월 2-4회 

대학생 

100.0 
(1,102) 

94.4 
5.6 

1.9 
68.6 
29.4 

19.4세 
(2.4) 

3.2 
9.5 

39.1 
40.2 
10.2 
3.7 

18.3 
40.9 
32.1 

8.7 

3) 월 1회 이하 

(단위%) 

1992년 
국민건강조사 
20-29세 남자 

100.0 
(310) 

78.5 
21.5 

3.7 
22.21) 

37.92) 

14.9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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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性에 關한 知識

1. 性敎育 屬修 現況

미혼 근로남성과 대학생들의 性敎育 屬修狀態를 파악하는 것은 性數育이 

性에 대한 知識 및 性行態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들 대상에 

대한 性數育 方向 設定에 중요한 資料가 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웅답 

자가 받은 性敎育의 출처와 媒體의 종류를 있는 대로 표시하게 하였고 性

敎育 屬修 횟수와 數育效果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택일하게 하였다. 

웅답자가 家族計劃I 및 性病 풍을 포함한 性數育을 받은 經驗을 보면 교 

육을 받은 곳은 動勞者에서는 학교에서 받은 경우가 60.2%로 가장 높았고 

宗數團體 등의 모임， 職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에서는 학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모임， 기타로 나타녔다. 이러한 結果는 應答者의 

대부분이 性數育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1차로 웅답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한편 家度에서의 數育 및 個別相談을 받은 경우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大學生에서는 모임이라든가 기타의 出處에서 性敎育을 

받은 機會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5 참조). 

性數育을 받은 회수를 보면 動勞者와 大學生 모두 2-3회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24.5%, 대학생의 19.1%가 性數育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性數育 內容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대학생 집단에서 비슷한 意見을 보여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편이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意見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어디를 통해서 받았는가， 어느 數育資料를 보았는가， 몇 번의 數育을 받 

았는가에 따라 性數育의 效果를 구분하여 본 결파 <표 4-7>과 <표 4-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敎育을 받았을 때와 個別相談을 받았을 때 

數育效果가 높은 반면， 學校를 통한 교육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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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數育媒體 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數育며數 

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敢育回數가 많올수록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 

반면 數育回數가 1회일 경우에는 數育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評價

하고 있어 性數育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效果가 없고 적어 

도 수 차에 걸쳐 反復해서 이루어져야 效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應答者의 性數育 題修實顧

성교육 출처 및 매체 
근로자 

(N=1,035) 

%-
웹
-
밍
 

(
-
생
띠
 

꽤
W낀
 

성교육출처 

가 정 

학 교 

직 장 
모 임 

개별상담 

기 타 

7.8 
60.2 
16.5 
20.0 
5.8 
3.3 

12.6 
66.8 

26.8 
5.2 

24.8 

교육매체1) 

스라이드 

비데오 
영 화 

강 연 

책자， 팡프렛 

교육매체접촉 없음 

〈주> 1) 대학생의 경우 택 1을 한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냄. 

31.1 25.7 
23.2 17.9 
10.1 2.5 
31.5 16.5 
25.2 18.3 
24.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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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應答者의 性數育 屬修 程度 및 數育評價

(단위%) 

근로자 대학생 

교육이수경험 횟수 

계 100.0 100.0 
(N) (1,024) (1,101) 

1회 13.4 15.2 
2-3회 41.6 48.3 
4-5회 9.9 10.7 
6회 이상 10.6 6.7 
교육받지 않음 24.5 19.1 

성교육효과 평가 

계 100.0 100.。

(N) (781) (887) 

아주 도움이 됨 11.9 5.4 

약간 도움이 됨 44.3 35.1 
그저 그랬음 21.4 18.1 
별 도움이 안됩 19.8 34.2 
전혀 도움이 안됩 2.6 7.3 

<주> 1)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정우와 무웅답을 제외한 백분윷 분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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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性數育 效果에 대한 自 己評價(動勞者)

명가내용 
아주 약칸 그저 그저 전혀 

계 도움됨 도웅됩 그랬음 그랬음 도움안됨 

쿄육이수처1) 

가 정 27.2 40.7 16.0 12,3 3.7 100.0 (81) 
x2=22.I(p=.002) 

학 교 11.1 43.2 21.2 21.2 3.2 100.0(622) 
X2= 10.5(p= .0324) 

직 장 20.7 48.5 17.8 10.7 2.4 100.0(169) 
x2=25.4(p= .0000) 

모 임 17.6 49.3 16.1 15.6 1.5 100.0(205) 
X2= 16.5(p= .0025) 

개별상담 25.4 35.6 15.3 ’ 20.3 3.4 100.0 (59) 
x2=12.5(p=.0142) 

기 타 15.2 36.4 21.2 27.3 100.0 (33) 

X2=2.6(N.S.) 

교육매체1) 

스라이드 12.8 48.3 17.8 18.4 2.8 100.0(321) 
x2=5.9(N.SJ 

비데요 15.4 42.1 20.4 19.6 2.5 100.0(240) 
x2=4.I(N.S.) 

영 화 16.7 48.0 21.6 11.8 2.0 100.0(102) 
X2=6.6(N.S.) 

강 여~ 14.8 43.7 20.6 18.8 2.2 100.0(325) 
x2=4.6(N.S.) 

책자， 팝프렛 12.7 50.8 19.6 15.0 1.9 100.0(260) 

x2=9.5(p= .0494) 
교육이수 경험이수 

1회 7.3 30.7 27.7 27.7 6.6 100.0(137) 

2-3회 9.6 46.9 21.7 20.0 1.9 100.0(429) 

3-5회 13.7 59.8 10.8 14.7 1.0 100.0(102) 

6회이상 24.8 37.6 21.1 14.7 1.8 100.0(109) 

x2=58.6(p= .000) 

N.S. : Not significant 

<주>1) 근로자 조사에서 성교육 이수처 및 교육매체는 있는대로 전부 응답하도록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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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性歡育 效果에 대한 自 己評價(大學生)

평가내용 도 아움주됩 약간 그저 그저 전혀 
계 도움됩 그랬음 그랬음 도움안됩 

교육이수처 1) 

가 정 9.5 36.5 19.7 32.1 2.2 100.0(137) 

;r2=29.1 (p= .0003) 

학 교 4.9 34.5 18.0 35.1 7.5 100.0(734) 

;r2=20.5(p=.0085 

모 。I11 6.6 38.4 20.1 30.1 4.8 100.0(289) 

;r2=10.8(N.SJ 

개별상담 15.8 33.3 17.5 29.8 3.5 100.0 (57) 

;r2=14.7(N.SJ 

기 타 5.4 31.9 18.7 35.4 8.6 100.0(257) 

;r2=2.0(N.SJ 
교육매체2) 

스라이드 3.9 27.9 17.7 41.3 9.2 100.0(283) 

비데오 3.1 36.7 16.3 36.2 7.7 100.0(196) 

영 화 7.4 44.4 3.7 37.0 7.4 100.0 (27) 

강 연 7.7 40.7 20.3 28.0 3.3 100.0(182) 

책자， 팝표렛 7.6 37.6 20.3 26.4 8.1 100.0(197) 

;r2=37 .8(p= .0092) 

교육이수 경험이수 

l회 1.8 25.7 13.8 41.3 17.4 100.0(167) 

2-3회 3.8 35.5 18.0 36.3 6.4 100.0(532) 

3-5회 9.3 44.1 19.5 26.3 0.8 100.0(1 18) 

6회이상 23.3 35.0 30.0 11.7 100.0 (60) 

;r2=115.2(p=.0000) 

N.S.=Not significant 
<주> 1) 대학생 조사에서 성교육 이수처는 있는대로 전부 응답하도록 한 결과입. 

2) 대학생 조사에서 성교육 매체는 태일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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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性에 대한知識 

본 연구에서는 性에 대한 知識을 避ta:에 대한 知識과 性에 대한 일반 

지식， 性病 및 AIDS의 전파와 感황에 관한 지식으로 나누어 근로자와 대학 

생의 性에 대한 知識程度를 把握하였다. 

가. 避狂에 대한 知識

避훌E方法에 대한 근로자 및 대학생의 知講程度를 보면 〈표 4-9:;:'와 같이 

콘돔， 정관수술 둥 남성측이 選擇하는 避狂方法에 대한 지식은 높았으며 여 

성측이 사용하는 避狂方法 중에서는 먹는 피임약에 대한 知識水準이 높았 

다. 근로자와 대학생을 비교하면 避ta:方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大學生 集團이 피임방법에 대한 知짧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가지의 피 

임방법 중 한가지도 아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動勞者에셔 5.7%(58명)， 大學

生에서는 5.3%(59명)로 비슷하였다. 

표 4-9. 避狂方法에 대한 知識

근로자 대학생 

피임방법 (N= 1 ,(04) (N=1,102)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먹는펴엄약 70.8 29.2 67.5 32.5 
콘 돔 91.5 8.5 93.0 7.0 
자궁내장치 26.8 73.2 25.5 74.5 
난관수술 48.9 51.1 59.1 40.9 
정판수술 63.4 36.6 78.3 21.7 
월경주기법 51.4 48.6 70.4 29.6 
질외사정법 47.8 52.2 67.8 32.2 
질좌약 32.9 67.1 42.1 57.9 
주사약 14.4 85.6 11.3 88.7 

전 체1) 94.3 5.7 94.7 5.3 

<주> 1) 피엄방법을 한가지 이상 아는 정우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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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狂方法에 대한 知識의 情報源으로는 주간지나 월간잡지， 책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 그 다음이 라디오. TV 풍의 電波媒體였다. 반면 

가족이나 保健醫廳A力으로부터 避tIf知講을 전달받은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大짧媒體를 통해 避狂知識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달자로는 친구가 큰 媒介 쩔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여 

성에 대한 調훌結果(홍문식·서문회， 1984)와 비교하면 女性에서는 친구 이외 

에도 가족이 情報源으로서 쩔뽑l을 하는 데 비하여 男子에서는 피임에 관한 

情報源으로서 가족의 f뚱휠l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0 참조). 

표 4-10. 避狂方法에 대한 知識 情報廳

정보원 
남성근로자1) 남자대학생1) 여성근로자2) 

(N=959) (N=l,036) (N=918) 

주간지， 월간잡지 63.8 63.6 84.1 

책 자 52.1 67.0 24.6 
라디오， TV 24.8 22.9 54.1 
직장교육 10.4 39.7 
학 교 30.1 33.0 49.1 
친 구 53.0 59.5 66.5 
가 드-ξ1 4.6 3.4 28.3 
의사·칸호사 8.5 3.3 12.1 
보건요원 11.0 2.5 21.7 
기 타 1.5 3.2 5.1 

〈주> 1) 본조사 자료 
2) 홍문식·서문희， 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잃4. 

나. 性에 대한 i般 知識程度

性에 대한 知識水準을 측정하기 위하여 性과 관련된 7개 問項을 提示하 

고， 이 들 問項중 (1)-(3)은 표答與否를 표시 하도록 하였고， (4)-(7) 운항은 

보기에서 표答을 選擇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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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에 대한 知識水準은 動勞者， 大學生 모두 높으나 대학생 집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녔다. 한 번의 性交만으로도 姬娘이 가능하다는 정답률이 

근로자에서 73%, 대학생이 84%, A工姬娘中總의 危害與否에 관하여 정답을 

指觸한 動勞者가 71.5%, 大學生은 84.1%, 근로자의 4.6%와 대학생의 0.7% 

가 키스만으로는 維娘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이상의 避狂方法을 알고 있는 比率이 動勞者의 경우 95% , 大學生이 

99.8%였으며， 콘돔이 性病 및 姬娘鍵防效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답 

률이 두 집단 모두 높아 動勞者에서 96.7%, 大學生이 99.5%였고1 또한 고환 

의 生植機能과 몽정에 관해서도 근로자， 대학생 거의 모두가 알고 있었다 

(표 4-11 참조). 

性病感梁 및 性病鍵防에 대한 知識水準을 보면 성병감염에 대해서는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이르고 있으며， 특히 感集經路에 대해서 키스 

나 공중변소， 목욕탕을 통한 感榮可能性을 우려하는 사랍들도 많았다. 性病

이 예방접종으로 防止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應答者의 性에 관한 知識水準(認知率)

내 용 
근로자 대학생 

인지율 (N) 인지율 (N) 

(1) 1희성교의 임신가능성 여부 73.0 (1,026) 84.0 (1 ,102) 
(2) 인공유산 위해여부 71.5 (1,013) 84.1 (1 ,100) 
(3) 키스에 의한 엄신가능성여부 95.4 (1 ,014) 99.3 (1,098) 
(4) 한가지 이상 피임방법 인지 95.0 (991) 99.8 (1,100) 
(5) 성병 및 엄선예방 겸용방법 96.7 (1,100) 99.5 (1,100) 
(6) 정자생산생식기(고환) 95.8 (989) 99.8 (1,098) 
(끼 몽 정 95.4 (989) 99.8 (1,099) 

<주> N: 근로자， 대학생 각 문항에서 무웅답을 제외한 웅답자수엄. 



정행태의 일반양상 63 

性病鍵防方法 중 콘돔에 대해서는 비교적 認知짧이 높으나 鍵防效果가 

없는 기타 방법이 效果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랍들이 많았다. 즉 性病感梁과 

鍵防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랍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4-12 참조). 

표 4-12. 性病傳梁 및 性病鍵防에 대한 認知率

근로자 대학생 

인지율 N 인지율 N 

성병감염 

성병환자와 키스하면 감염됩 55.0 (1,022) 62.1 (1 ,098) 

공중목욕탕， 공중변소에서 감염됨 25.9 (1,025) 26.2 0 ,099) 

태반감염이 될 수도 있음 76.3 (1,025) 71.8 (1,100) 

예방접종으로 감염이 방지됨 59.1 (1，0잃) 67.9 (1,098) 

성병감염 경험자는 영구면역됨 83.0 (1,022) 81.7 (1,099) 

성병예방 

성교시 콘돔사용 92.5 (1,020) 93.7 (1,099) 

성교 전후 항생제 복용 및 주사 32.2 (1,006) 40.3 (1,093) 

성교후즉시 소변 47.0 (1,006) 64.7 (1,092) 

성교후즉시 세척 35.8 (1,008) 52.6 (1 ,091) 

질내에 사정을 하지 않음 62.8 (1,003) 73.3 (1,091) 

<주> N: 근로자， 대학생 각 문항에서 무웅답을 제외한 웅답자수임. 

<표 4-13>에서 性病에 대한 知識源을 보면 신문， 잡지 둥의 印剛媒體가 가 

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배 등 동료도 性病知識源으로서 중요한 짧害u을 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14>에서 AIDS에 대한 知識程度를 보면 AIDS가 性病이라는 사 

실과 治廳可能性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2/3 정도이며 나머지 1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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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S 慮業經路에 대해서는 면도기를 같이 

쓰는 경우의 상처를 통한 血鼓 慮業 可能性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스나 술잔 공유， 공중변소1 공중목욕탕을 통한 

感業 可能性올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AIDS 感業經路에 대한 

無知가 露出되고 있어 問題點으로 指觸될 수 었다. 

표 4-13. 性病에 대한 知識 情報銀

정 보 원 

라디오'TV 
신문·잡지·인쇄물 
보건소， 병·의원 
친구， 션·후배 
학교·직장 
기 타 

근로자 
(N=1,010) 

15.0 
35.2 
4.5 

33.1 
10.7 

1.5 

표 4-14. AIDS에 대한 知識水準

내 용 
근로자 

인지율 (N) 

AIDS의 성병여부에 대한 인지도 78.8 (1,038) 

AIDS 치료가능성 여부 68.1 (1,033) 

AIDS 감염가능성에 대한 지식 
감염자와 성교시 감염 96.1 (1 ,018) 
태반을 통한 감염 85.3 (1,012) 
주사기를 통한 감염 91.3 (1,012) 
면도기를 통한 감염 63.7 (1,010) 
수혈을 통한 감염 95.2 (1 ,013) 
키스를 통한 감염 36.9 (1,010) 
술잔에 의한감염 42.8 (1,008) 
공중목욕탕， 변소사용 감염 46.3 (1,009) 
공기를 통한 감염 68.8 (1 ,007) 

대학생 
댄프앨뭔 

9.9 
50.1 
2.3 

26.7 
9.5 
1.5 

대학생 

인지윷 (N) 

74.7 (1,100) 

75.5 (1,100) 

99.0 (1,094) 
83.7 (1,093) 
96.6 (1,093) 
74.9 (1,093) 
99.2 (1,093) 
49.0 (1,092) 
56.1 (1,092) 
56.3 (1,092) 
83.3 (1,091) 

<주> N: 근로자， 대학생 각 문항에서 무웅답을 제외한 용답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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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를 보면 AIDS에 대해서는 大짧媒體를 통해 知識을 習得한 경 

우가 많아 대국민 弘報가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었다. 우리 나라 

에 AIDS 問題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動勞

者 棄團이 보다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AIDS에 대한 知識 情報源

(단위: %) 

정 보 원 
근로자 대학생 

(N=l,036) (N=l，α꺼) 

신문·잡지 83.2 84.3 
라디오'TV'비디오 89.9 84.6 
보건소 홍보자료 46.7 33.5 
친구， 선·후배 41.6 32.7 
학교선생님 22.4 25.8 
직 장 31.4 
병·의원 25.1 8.7 
가 족 10.1 6.9 

기 타 1.2 1.0 

大學生에 대해서는 자신이 AIDS에 縣榮될 可能性을 어느 정도라고 보는 

가에 대해 추가질문을 한 결과 거의 없음이 41.2%, 전혀 없음이 18.2%로 

대부분 AIDS가 자신과는 거의 關聯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표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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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AIDS의 深刻性에 대한 態度

태 도 근로자 대학생 

계 100.0 100.0 
(N) (1 ,036) (1,099) 

매우심각함 16.4 6.6 
심각함 54.9 53.3 
심각치 않음 11.7 25.2 
전혀 심각치 않음 2.5 0.6 
모 름 14.5 14.3 

표 4-17. 本人의 AIDS 感業可能性에 대항 態度(大學生)

태 도 대학생 

계 100.0 
(N) (1,103) 

매우많음 2.8 
약간 있음 27.2 
거의 없음 41.2 
전혀 없음 18.2 
모 름 10.6 

3. 性에 관한 知識 및 相談 要求度

全國의 시·도 춤少年 相談室의 相談內容을 보면 19.;α년 총 상담건수 18,815 

건 가운데 性問題가 24%(4，541건)으로 가장 높아 性問題가 뿜少年 전반에 걸 

쳐 매우 비중이 높은 훌購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3).4)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先行짧究 결과에서도 性問題에 대한 相談이나 프로그랩의 

4) 상담대상은 19-24세의 청소년엄. 



정행태의 일반양상 67 

要求度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퉁(1991년)의 昭究 結果(김한 

경 외， 1991)에서는 動勞女性의 92.1%가 性相談 둥의 프로그랩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으며 홍 등의 연구 결과(홍문식 외， 1없4)에서도 51%가 異性 및 性問

題 발생시 相談을 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男子動勞者 및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과의 비교는 意味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性에 관한 

知識을 요구하는 對象者의 비율은 근로자가 66.8%, 대학생이 64.9%로 2/.3 정 

도가 性에 대해 보다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動勞者의 39.7%, 大學生의 33.8% 

가 性에 관하여 相談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춤少年期의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도 性敎育 프로그랩에 대한 要求度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참조). 

표 4-18. 性에 대한 知識要求度 및 性問題 相談 希望與否

성지식 및 상담요구 근로자 대학생 

성지식 요구도 

계 100.0 100.0 
(N) (994) (1,087) 

요 구 66.8 64.9 
비요구 33.2 35.1 

성상담 희망 
계 100.。 100.0 
(N) (1,002) (1,090) 

매우원함 8.6 3.8 
원 함 31.1 30.0 
원하지 않음 60.3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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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답자의 A口學的 特性別 性에 대한 知識 요구도는 〈표 4-19>와 같다. 

표 4-19. 應答者의 特性別 性知識 要求度

특 성 

년령 
드19 

20-24 
25-29 
30+ 

교육수준i 

계 

중학교이하 (1년) 
고둥학교이하(2년) 
전문대이하 (3년) 
대학교 졸업 (4년) 

군복무 
군 필 
군미펼 

장기 주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N.S.: Not significant 

근로자 

요구도 (N) 

66.8 (994) 

69.3 (75) 
69.0 (297) 
66.4 (521) 
60.6 (99) 

;r2=2.6(N.S .) 

68.2 (44) 
68.1 (766) 
69.0 (84) 
54.0 (100) 
x2=8.2(p=0.0412) 

65.1 (697) 
70.6 (296) 

x2=2.5(N.S.) 

64.0 
67.5 
69.4 

(422) 
(154) 
(418) 

x2=2.8(N.S .) 

〈주> * 교육수준의 ( )는 대학생의 학년엄. 

대학생 

요구도 (N) 

65.4 (1,087) 

72.7 (209) 
63.9 (657) 
60.7 (219) 

(2) 

x2= 11.2(p=0.0104) 

70.1 (261) 
65.2 (282) 
65.6 (317) 
57.3 (227) 

x2=8.9(p=0.0293) 

58.2 (455) 
69.7 (631) 

x2=14.8(p=0.0001) 

62.3 
68.2 
71.3 

(702) 
(214) 
(171) 

x2=6.3(p=0.0425) 

웅답자가 원하는 性數育 내용을 보면 性病과 AIDS가 우선적으로 꼽혔으 

며 미혼 대상자의 특성을 反影하는 異性交際가 그들의 당면 性에 관한 問

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많아 보다 包括

的인 性敎育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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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廳答者가 원하는 性數育 內容別 要求度

교육내용 

자위행위 

성적충동 

이성교제 

피임방법 

남녀생식기 

성병IAIDS 

第 3 節 性에 관한 顯度

근로자 대학생 
(N=989) (N=1,085) 

13.2 13.5 
18.2 23.8 
24.7 31.2 
19.7 
21.0 
31.6 

24.3 
13.1 
25.2 

앞장의 선행연구에서 성에 대한 개인의 態度는 性行廳와 直接的으로 聯

關되어 있으며 性에 대한 態度와 行罵는 社會 經濟的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提示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性에 관한 態度에 

관하여 우리사회에서 흔히 論難이 되고 있는 몇 가지 形願의 性行廳， 즉 婚

前 性行옳에 대하여 남자측과 여자측에 대한 性行廳 許容度， 異性과의 婚前

性行德에 대한 態度， 婚前 姬娘에 대한 態度， 同性戀愛에 대한 태도， 이성과 

의 同居에 대한 願度 둥을 어느 정도 許容하는가 등의 性에 대한 개인의 

規範을 조사하였다. 또한 여러 社會.A.口學的 특성별로 性에 대한 態度를 

비교 제시하고자 하였다. 

婚前純顯에 대해서 근로자와 대학생의 願度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근로자 

에 비해 대학생 집단이 婚前 純짧을 다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動勞者 集團은 남성 자신들의 純燦意識이 낮은 반면， 여자측은 

婚前 純顯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높이 표명하여 여성측에 대해 

서 純영월意、識을 강하게 요구하는 態度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참 

조). 

1991년 出塵力調훌(김숭권， 1992)에서는 未婚 男子의 21.9%가 반드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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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한다， 50.8%가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願度를 가졌으며， 여자측에 대해 

서는 40.4%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40.3%가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態度를 

가졌먼 것으로 나타나 있어 본 조사결과가 婚前 純燦에 대한 중요성이 보 

다 퇴색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자측에 대한 婚前 純燦은 근로자에 

서는 1991년 調흉結果와 비슷한 願度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대학생에 

서는 여성측이 婚前 純顯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가급적 지켜야 한 

다는 意見이 높아 女性에 期待하는 純灌意識이 社會階層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결과를 볼 때 社會階廣이 높아지면서 여자에 

대한 性 規範과 남자에 대한 性 規範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는 平等한 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4-21. 婚前純傑에 대한 態度

태 
근로자 대학생 

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100.。 100.。 100.0 100.0 
(N) (1,029) (1,016) (1,103) (1,103)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1 42.5 15.5 28.7 
가급적 지켜야 한다 47.7 39.7 42.2 41.8 
지키지 않을수도 었다 27.5 12.7 36.0 25.2 
지킬 필요가 없다 7.0 2.0 6.2 3.1 
모르겠다 4.7 2.9 0.2 1.2 

婚前 純顯에 대한 態度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數育水準， 군대경험 여부， 

현재의 거처 등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飯酒與否， 키스 

경험여부， 異性 交際 經驗與否， 性行짧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敢酒를 안하는 경우， 異性交際를 하지 않은 경우， 키스 경험이 없는 경우， 

性交 經驗이 없는 경우 더 保守的인 願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자측에 期待하는 혼전 순결에 대한 顧度도 대상자의 特性에 따라 類似한 

願向을 나타내 었다(표 4-22, 표 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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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動勞者의 特性別 婚前純짧에 대한 願度(남자측) 

특 성 지 반드켜합시야 가지급켜합적야 않 지훌키좋지도 쉴없훌음 모르 
계 (N) 

겠음 

계 13.1 47.7 27.6 7.0 4.6 100.00,027) 
연령 
~19 9.3 44.0 28.0 2.7 16.0 100.O3 (7150){ 20-24 15.8 41.9 30.6 6.1 5.5 100.0 
25+ 12.3 50.9 26.0 7.9 2.8 100.0 (642 

x2=39.3(p=.0001) 

좋획흉푼 i밟옆 
20.4 32.7 28.6 0.2 8.2 

100.O71 ((80490739)))) 13.4 4487.8 26.7 7.1 4.9 100.0 ( 
10.3 .3 29.9 8.0 3.4 100.0 

9.7 53.4 31.1 3.9 1.9 100.0 ( 
X2=12.9(p=.3711) 

군폴경훌 12.0 49.4 28.2 7.2 3.3 
15.9 43.9 25.6 6.6 8.0 100.0 (301 

X2=14.4(p=.0059) 

장훨찮저 12.6 49.8 24.5 7.8 5.5 
14.4 48.8 25.0 8.1 3.8 100.0 060 
13.2 45.3 31.4 6.0 4.2 100.0 (433 

X2=7.6(p= .4643) 

홍젤훌경숙 
13.4 50.3 22.5 7.8 6.1 

{ { 
15.7 48.1 27.8 2.8 5.6 100.0 008 
12.2 44.9 31.2 7.2 4.6 100.0 (263 
12.6 46.6 31.3 7.3 2.3 100.0 (262 

x2=16.3(p=.1743) 

부혔와뿔거경험 12.5 45.1 32.3 6.7 3.5 
13.3 49.3 24.8 7.2 5.4 100.0 (653 

X2=7.7(p=.1012) 

음주안마여부심 11.7 48.4 29.1 7.2 3.6 100.0 (9(32 )) 
27.1 40.6 12.5 5.2 14.6 100.0 (96 

x2=48.2(p=.0000) 

현환 이제성황교체여부 11.4 47.2 30.3 8.2 3.0 
14.3 48.0 25.6 6.1 6.0 100.0 (536 

X2= 1O.0(p= .0391) 

키옳있경훨 다 여부 22.9 51.2 12.2 2.4 11.2 100.O ((205) ) 
10.6 46.9 31.3 8.2 3.0 100.0 (821 

X2=72.6(p= .0000) 

9.2 48.1 31.3 8.8 2.6 100.O( (805 )) 
27.2 46.4 13.8 0.4 12.1 100.0 (224 

x2=1l4.0(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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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大學生의 特性別 婚前純燦에 대한 顧度(남자측) 

반드시 가지급켜합척야 않 지을키수지도 지킬 
모르 

특 성 지켜야 필요 
겠음 

계 (N) 
함 있음 없음 

겨| 15.5 42.2 36.0 6.2 0.2 100.0(1,103) 

연령 
s19 23.7 39.8 30.8 5.2 0.5 
20-24 14.8 42.3 37.3 5.6 100.0 (664 
25+ 10.1 43.9 36.8 8.8 0.4 100.0 (228 (228) 

X2=22.8(p=.0291) 

20.4 39.6 32.8 7.2 100.0 (265) 
14.7 44.9 33.7 6.3 0.4 100.0 (285) 
14.0 40.8 39.6 5.3 0.3 100.0 (321) 
12.9 43.5 37.5 6.0 100.0 (232 

X2=11.9(p= .4689) 

군필군여부필 필 9.5 42.9 39.7 7.8 0.2 100.O( (464 )) 
군미 19.9 41.7 33.2 5.0 0.2 100.0 (638 

x2=27.0(p=.0007) 

현첼영거쳐 17.0 42.6 35.3 5.2 100.0 (578) 
16.1 39.1 39.1 4.6 1.1 100.0 (87 
13.6 42.3 36.2 8.0 100.0 (213 
13.3 42.2 26.4 7.6 0.4 100.0 (225) 

x2=12.3(p=.4147) 

부모없었와 다 다 벌거경험 14.6 43.4 33.2 8.8 100.O( (274 )) 
15.8 41.7 36.9 5.3 0.2 100.0 (829 

X2=5.7(p=.2181) 

음홈안마여힐심 13.2 43.1 37.3 6.3 0.2 100.0( 1,0(4602)) 
54.8 25.8 14.5 4.8 100.0 

X2=79.7(p=.0000) 

이성교체합함여부 
교제 13.1 44.4 36.3 6.2 100.O ((405) ) 
안 17.0 40.9 35.8 6.2 0.1 100.0 (696 

X2=27.9(p=.0000) 

키λ없었경 다험 다 여부 23.3 45.3 29.1 2.2 0.2 100.O( (506 )) 
8.8 39.6 42.0 9.6 100.0 (593 

x2=214.4(p=.0000) 

성교경험험험 
경비경 3.8 36.3 48.5 11.5 100.0 (400) 

22.2 45.5 28.9 3.1 0.3 100.0 (703) 

X2=118.5{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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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生에 있어서는 學年， 軍嚴 經驗與否， 현재의 거처 둥에 따라서는 有

意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年觀， 敢酒與否， 키스 경험여부， 이성 교제 

경험여부， 性行寫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餘

酒를 안하는 경우， 異性交際를 하지 않은 경우， 키스 경험이 없는 경우， 性

交 經驗이 없는 경우 더 保守的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측에 기대하는 婚前 純顯에 대한 태도도 對象者의 특성에 따라 類似한 願

向을 나타내었다(표 4-24, 표 4-25 참초). 

異性과의 性行옳에 대해서는 性行廳 對象에 따라서도 근로자와 대학생의 

態度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집단은 평소 알고 있었던 

여자와의 性行鐘 및 結婚對象者와의 性行짧에 대해서 근로자 집단에 비하 

여 許容 程度가 낮았으며， 특히 倫落女性과의 性行廳에 대해서는 근로자 집 

단에 비하여 許容하지 않는 좀 더 保守的인 경향을 보였다(표 4-26 참조). 

婚前 姐振을 한 경우에 대한 態度도 근로자와 대학생간의 態度에 차이를 

보이는데 근로자 집단에서는 대학생 집단에 비하여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見解가 높은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養育이 可能한 경우에 出塵한다는 의 

견이 높아 性行짧의 結果에 대해서 보다 냉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見解는 1991년 出塵力調흉를 分析한 연구결과 

(김숭권， 1992)에서 양육가능시에 出塵한다는데 대해서 지배적인 意見을 보 

인 女性들의 見解와 유사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표 4-27 참조). 

AIDS로 인해 社會的으로 問題가 提起되기 시작한 同性戀愛(homo)와 최 

근 젊은 일부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男女 混宿에 대한 견해는 <표 4-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否定的이었으며 특히 동성간의 性關係에 대해서 

는 극히 否定的인 見解를 보였으며 특히 대학생이 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否定的인 顯度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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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動勞者의 特性別 婚前純燦에 대한 態度(여자측) 

특 /셔。 봤훌야 擺L 모르 계 (N) 
겠음 

겨l 42.6 39.5 12.9 2.0 3.0 100.0(1,014) 
연령 

::5: 19 4 307.3 4 308.57 14.7 1.3 8.0 
20-24 .8 14.1 1.0 3.6 
25+ 44.1 39.2 12.1 2.5 2.0 100.0 (635 

x2= 15.3(p= .2225) 

43.8 25.0 22.9 4.2 4.2 
43.5 39.3 12.2 1.9 3.1 100.O (7(789 
34.5 48.3 12.5 2.3 2.3 100.0 (87 
41.2 42.2 13.7 1.0 2.0 100.0 (102 

X2=12.5(p= .4015) 

군훌필여1J]부훌 42.6 40.8 12.3 , 2.1 2.2 
42.5 36.7 14.3 1.7 4.8 100.0 (294 

X2=6.1 (p= .1852) 

44.2 38.1 12.9 1.4 3.5 
44.9 43.0 7.6 2.5 1.9 100.0 058 
40.0 40.0 14.9 2.3 2.8 100.0 (430 

X2=8.9(p= .3481) 

뽑옳없 43.8 38.7 11.3 2.3 3.8 
100 0( f(39익 ~ 39.3 40.2 15.0 5.6 100.0 (107 

4403.5 43.2 11.86 1.9 2.7 100.0 (259 
.8 37.3 15. 2.3 0.8 100.0 (260 

;r2= 15.5(p= .2117) 

부혔와댈거경험 43.0 38.4 13.5 3.0 2.2 100.O( (370) ) 
42.2 40.5 12.6 1.4 3.4 100.0 (645 

;r2=4.6(p=.3229) 

음주말마여부겹 42.0 40.4 13.6 2.1 2.0 100.0 (9(290) ) 
47.4 32.6 6.3 1.1 12.6 100.0 (95 

;r2=39.0(p= .0000) 

현월A權제여부 
44503 37.7 11.7 3.2 2.1 

.6 40.9 13.9 1.0 3.6 100.0 (577 
x2=10.8(p=.0284) 

키스없있경 다험 다 여부 47.5 34.3 9.1 0.5 8.6 
41.3 41.0 13.7 2.3 1.6 100.0 (815 

;r2=39.3(p= .0000) 

40.8 41.6 14.1 2.3 1.3 100.O ((796) ) 
48.6 32.7 8.6 0.9 9.1 100.0 (220 

x2=47.2(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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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大學生의 特性別 婚前純燦에 대한 態度(여자측) 

토흐 /셔 -, 。 계 (N) 

겨| 

연령 
s19 
20-24 
25+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군필여부 
군 필 
군미필 
ROTC 

처
 
모
 鐵취
 

거
 
제
숙
 

재
부
형
기
자
 

현
 

鋼다
다
 

돼
 
있
 없
 

브
 

l 

부
심
십
 

여
 

마
 

주
마
안
 

。
-
口

부
 
• 

쐐
 
챔
 
함
 

성
쿄
 안
 

M ” 

브
 
’ 여

 
협
 다
 다
 

스
 없
 었
 

키
 

짧
 
험
 캡
 

교
 경
 비
 

• 

성
 

반드시 
지켜야 
함 

28.7 

38.4 
27.3 
24.1 

36.6 
29.1 
26.2 
22.8 

24.1 
32.1 
31.8 

30.4 
27.6 
27.2 
26.2 

26.3 
29.6 

26.8 
61.3 

26.7 
30.0 

36.2 
22.3 

19.0 
34.3 

랩
따
까
함

-
8
·
 

가
지
，
 4 

지키지 
않올수도 
었음 

25.2 

킬
요
음
-


지
필
없

-
3
 

묘
쨌
 
-
”
μ
 

100.0(1,103) 

36.5 20.4 2.8 
42.8 26.2 2.9 
43.9 26.8 3.9 

;r2=17.3(p=.1383) 

37.0 21.9 3.0 
43.2 23.2 3.5 
41.4 27.4 3.1 
46.1 28.4 2.6 

;r2=19.8(p=.0709) 

43.3 28.2 3.7 
40.6 23.2 2.6 
45.5 13.6 4.5 

;r2=15.1 (p=.0569) 

42.6 23.7 2.1 
36.8 28.7 3.4 
42.3 24.9 5.2 
41.3 28.0 3.6 

r= 13.5(p= .3306) 

43.8 24.8 4.7 
41.1 25.3 2.5 

;r2=6.4(p=.1677) 

42.6 26.3 3.1 
27.4 8.1 3.2 

;r2=37.2(p=.0000) 

45.4 24.0 2.5 
39.8 25.9 3.4 

r=47.4(p=.0000) 

40.5 20.9 1.2 
43.2 28.8 4.7 

;r2=58.4(p=.0000) 

40.3 35.0 5.0 
42.7 19.6 2.0 

;r2=53.4(p=.0000) 

1.9 100.0 (211) 
100.0 (664) 

1.4 100.0 (228) 

1.5 100.0 (265) 
1.1 100.0 (285) 
1.9 100.0 (321) 

100.0 (232) 

0.6 100.0 (464) 
1.5 100.0 (616) 
4.5 100.0 (22) 

1.2 100.0 (578) 
3.4 100.0 (87) 
0.5 100.0 (213) 
0.9 100.0 (225) 

0.4 100.0 (274) 
1.4 100.0 (829) 

1.3 100.00.040) 
100.0 (62) 

1.5 
0.9 

100.0 (405) 
100.0 (696) 

1.2 
1.0 

100.0 (506) 
100.0 (593) 

0.8 
1.4 

100.0 (400) 
100.0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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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性行廳 對象別 婚前 性行짧에 대한 態度

성교대상 

결흔상대자와의 성교 
계 
(N) 

해도 괜찮다 
해서는 안된다 

윤락여성과의 성쿄 
계 
(N) 

해도 괜찮다 
해서는 안된다 

기타 이성과의 성교 
계 100.0 100.0 
(N) (1,017) (1,100) 

해도 괜찮다 45.5 42.7 
해서 는 안된다 54.5 57.31) 

주 1) 대학생의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해서는 안된다’가 포함됨. 
2) 근로자의 경우 ‘자제하는 것이 좋다’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포함됨. 

근로자 대학생 

100.0 100.0 
(1,021) (1,101) 

83.4 75.1 
16.6 24.91) 

100.。 100.0 
(1,021) (1,101) 

32.0 26.7 
68.02) 73.31) 

표 4-27. 婚前姬娘의 結果에 대한 態度

근로자 대학생 
1991년 조사1) 

남성 여성 

싸
쐐
 

핸
 

함
 

輔성
 

2 
j 
2 
3 
j 

써
-
빼
 

m
ω
 

% 
m 
3 
m 
α
-미
 

]

Q
-국
 

-
펜
 

j 

。
A5. 
J 
O 

껍
 -

% 

”
며
 

M 
5 
m 
짜
-
셜
-

14 

14 

----

-
특
，
 

-
뿜
 

-
좌
 

적
 

의
 

-
력
 

댐
 

碼J 

-
짧
 

태
 

산
 

태
 

뭔
 

-
전
 

한
 

출
 

한
 ” 

-n 
x 

대
산
J
’
 

대
산
ν
 

-
앉
 앤
 

에
출
 함
가
타
다
 
에
출
싸
가
타
 
-
-
센
센
 

빠
시
찍
불
 껍
계
에
 신
시
때
불
 계
씨
-
늙
 
팀
 

샌
 드
 빡
산
 르
 ( 

임
 
드
 자
산
 

-
값
 
연
 

전
반
 양
출
기
 
모
 

전
반
여
출
기
 

흔
 

흔
 

D 

23.7 
55.9 
7.6 
2.0 

10.8 
100.0 

(1,027) 

13.5 
74.5 

7.1 
4.7 

20.6 
67.8 
11.6 

10.2 
70.7 
19.1 

100.0 
(1,09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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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同性戀愛 및 混宿에 대한 態度

태 도 
근로자 대학생 

동성연애 흔숙 동성연애 혼숙 

계 100.0 100.。 100.0 100.0 
(N) (1 ,027) (1,027) (1,102) (1 ,099) 

매우찬성 1.2 3.6 0.4 1.5 
대체로찬성 0.8 8.3 0.4 8.6 
그저 그러함 5.0 29.8 4.4 30.5 
대체로 반대 12.4 26.2 14.1 34.1 
절대로 반대 80.7 32.1 80.6 25.2 

第 4 節 性行鎬 經驗 實態

1. 異性交際 經驗

異性交際와 키스의 경험은 直接的인 性行德는 아니지만 性經驗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性經驗의 前段階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84.4%가 異性交際 經驗이 있으며 현재 이성교제중인 경우도 

42.7%로서 대학생의 이성교제 경험 75.0%, 현재 異性交際중 36.7%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경험도 動勞者 集團에서 높았는데 대학생에 비하 

여 근로자의 平均 年嚴이 높은 것도 經驗率을 높이는 주요 要因이 됐을 것 

으로 보이며， 일찍이 Jitl:會生活을 하면서 제1절의 經濟狀態에서 본 바와 같 

이 일정한 收入源을 가지고 經濟的으로 독립을 하는 사랍이 많아 異性交際

를 보다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4-29 참조). 

2. 性行짧 經驗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의 신분과 학생신분의 차이， 年觀構造의 차이， 社會

經濟的 특성의 차이가 있는 工團의 男子動勞者와 남자대학생 집단의 性行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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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였다. 이틀 두 집단의 性行廳 經驗率은 근로자는 78.1%, 대학생 

은 36.3%로서 근로자와 대학생칸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577년 전국의 

대학생의 성 에 관한 態度調흉에서 남자대학생 1，445명 의 性交經驗率 35.9% 

(대한가족계획협회， 1977)5)와 類似한 水準을 나타내었다. 

표 4-29. 異性交際 經驗實態

이성교제 근로자 대학생 

이성교제경험 

계 100.。 100.。

(N) (1,039) (1,103) 
있 다 84.4 75.0 
없 다 15.6 25.0 

첫이성교제연령 
계 100.0 100.0 
(N) (837) (827) 
르 14 1.6 6.3 
15-16 9.0 15.8 
17-18 26.0 25.6 
19-20 33.1 38.2 
21-22 16.5 10.6 
23+ 13.7 3.4 
평균(S.DJ 19.6세 (2.8) 18.3세 (2.4) 

현재 이성교제 
계 100.。 100.0 
(N) (1,039) (1,103) 

교제중 42.7 36.7 
없 음 57.3 63.3 

키λ경협 

계 100.0 100.0 
(N) (1,039) (1,103) 

있 음 79.6 53.8 
없 음 20.4 46.2 

5) 1977년 전국 대학생의 성행위 경험률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하여 지방대 
학생의 성행위 경험률이 월둥 높은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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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應答者의 性에 대한 知識과 性行廳 經驗率

근로자 대학생 
지 식 

경혐률 (N) 경험률 (N) 

성에 대한 일반지식점수 

(8문항) 

0-5점 60.0 (65) 0.0 (2) 

6점 70.4 (81) 40.0 (50) 

7점 77.4 (297) 26.4 (258) 
8점 81.6 (537) 39.4 (784) 

x2= 19.0 (p= .0000) X2=15.8(p=.0001) 

성병전염에 대한 지식점수 
(5문항) 

0-1점 59.5 (11 1) 27.6 (98) 
2-3정 79.3 (523) 34.3 (578) 
4-5점 81.2 (383) 41.2 (422) 

X2=25.0(p=.0000) X2=8.7(p=.05) 

성병예방에 대한 지식점수 

(5문항) 

0-1점 63.0 (230) 63.0 (230) 
2-3점 82.5 (451) 82.5 (451) 

4-5점 82.9 (315) 82.9 (315) 

x2=39.7(p=.0000) X2=2.0(N.S') 

AIDS 전염에 대한 지식점수 
(9문항) 

0-4점 69.2 (33) 69.2 (33) 

5-7첨 78.2 (574) 78.2 (574) 
8-9점 81.4 (296) 81.4 (295) 

x2=8.1 (p= .05) X2=4.0(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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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應答者의 l뾰行홉에 대한 魔度別 性行德 經驗率

태 도 

계 

혼전순결(남성)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척 지켜야 함 
지키지 않을수도 있음 
지킬필요 없음 
모르겠음 

흔전순결(여성)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적 지켜야 합 
지키지 않을수도 있음 
지킬필요 없음 
모르겠음 

흔전 이성과의 성행위 
해도 괜찮다 
해서는안됩 

흔전 결혼상대자와의 성행위 
해도괜찮다 
해서는안됨 

윤락여성과의 성행위 
해도 괜찮다 
자제하는 것이 좋음 
해서는안됨 

흔전임신에 대한 태도 
반드시 낳아야 함 
양육가능시 낳도록 함 
절대로 낳아셔는 안됨 
기타(잘모름) 

흔전임신에 대한 태도(본인의 경우) 
인공유산시킴(절대로 낳지않음) 
결혼하여 아기 양육 
여자의 의사에 맡김 
양육가능시 낳도록 함 
기 타 

근로자 

경험륨 

78.1 

(N) 

(1,039) 

54.8 (135) 
78.8 (491) 
89.0 (283) 
98.6 (72) 
43.8 (48) 

x2= 114.l(p= .0000) 

75.2 (432) 
81.1 (403) 
85.5 (131) 
90.0 (20) 
33.3 (30) 
X2=47 .3{p= .0000) 

91.6 (464) 
67.4 (555) 
x2=86. l{p=.0000) 

83.6 (852) 
52.7 (169) 
X2=77.9{p=.0000) 

92.0 (327) 
77.0 (566) 
50.8 (128) 
X2=94.7{p=.0000) 

72.4 (243) 
83.6 (574) 
80.8 (78) 
63.6 (132) 
X2=31 .4{p=.0000) 

91.2 (148) 
74.5 (498) 
77.8 (325) 
78.8 (52) 

X2=18.7{p=.0003) 

대학생 

경험률 、 (N) 

36.3 (1 ,103) 

8.8 (171) 
31.2 (465) 
48.9 (397) 
67.6 (68) 

x2=118.5{p=.0000) 

24.0 (317) 
34.9 (461) 
50.4 (278) 
58.8 (34) 

x2=53.4{p= .0000) 

50.0 (470) 
26.2 (630) 
x2=67.7{p=.0000) 

41.5 (827) 
20.8 (274) 
x2=39.1 (p= .0000) 

58.5 (294) 
33.9 (551) 
16.0 (256) 

X2= 1 09.5(p= .0000) 

24.8 (149) 
38.6 (814) 
38.5 (78) 
29.4 (51) 

X2=17.3{p=.0017) 

42.3 (111) 
23.9 (176) 
30.9 (265) 
42.2 (493) 
41.9 (43) 
x2=24.7(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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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答者의 異性交際와 性行廳 經驗率표 4-33 

(N) 

(1,093) 

대학생 

경험률 

36.6 

(N) 

(1,035) 

근로자 

경험률 

78.1 

이성교제 상태 

33.3 (20) 
37.3 (158) 
44.2 (269) 
56.4 (225) 
70.9 (55) 
6.0 (266) 

;r2= 181.4(p=.0000) 

89.4 (47) 
87.8 (139) 
85.0 (253) 
90.2 (266) 
83.3 (168) 
30.3 (162) 

;r2=263.5(p=.0000) 

계 

첫 이성교제시기(연령) 

드15 

16-17 
18-19 
20-21 
22+ 
이성교제경험 없음 

29.5. (696) 
48.1 (405) 

x2=38.6(p=.0000) 

71.6 (591) 
86.9 (444) 

X2=34.1(p=.0000) 

현재 이성교제 유무 

이성교제 없읍 

이성교제중 

應答者의 첫 性行屬時 연령은 動勞者에서는 평균 20.2세， 大學生에서는 

20.6세로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첫 性行德의 대상에서는 動

勞者에서는 친구， 애인이 가장 높아 40.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倫짧女 

性으로 33.7%였다. 대학생에서는 倫落女性이 가장 높아 42.8%, 그 다음이 

친구， 애인으로 38.5%로서 두 집단 모두 친구， 애인과 倫落女性이 비숫한 

水準으로 이들 後期 좁少年 집단의 姓行廳 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4-34 참조). 

성행위시 敢酒與否 및 콘돔사용실태를 보면 <표 4-35>와 같다. 첫 性行

흉를 할 당시 動勞者들이 大學生보다 散酒를 한 경우가 다소 높았고 근로 

자 및 대학생 集團에서 모두 性行짧 상대여성의 類型에 따라서 散酒實態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倫짧女性이나 술집 및 다방여자등파 性行짧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散酒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사용률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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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勞者 15%, 大學生 22%로 낮으나 근로자에 비하여 볼 때 대학생들의 使

用率이 높았다. 콘돔사용실태는 특히 性相對者의 類型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輪落女性과의 性行옳에서는 性病魔、業危險이 따르기 때문에 비 

교적 콘돔 使用率이 높았다(근로자 24%, 대학생 36%). 工團動勞者 집단에 

서는 結婚對象者와의 성행위시 콘돔을 사용하였거나 상대방 여성측에서 避

k王을 한 경우가 높아 結婚 相對者와의 性行廳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性行廳

相對와는 다르게 雄娘을 防止하기 위한 목적에서 콘돔이나 기타 避狂方法

을 計劃的으로 實錢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樣相은 근로자 집 

단에 있어 婚前 結婚相對者와 보다 지속적인 性經驗을 가지기 때문에 취하 

는 行態일 수 있음을 暗示하는 結果가 아닌가 여겨진다. 

표 4-34. 應答者의 첫 性行廳 經驗實願

근로자 대학생 

계 100.。 100.0 
(N) (811) (400) 

청 성행위 시기(연렁) 
0.5 

~15 2.0 3.7 16-17 8.6 20.3 18-19 26.8 47.3 20-21 34.8 
21.2 22-23 16.1 
6.5 24+ 9.4 
0.5 

미상 2.3 
20.6세 

평균 20.2세 
(1.8) 

(S.D.) (2.4) 

성행위 대상 
8.3 7.5 

결혼을 약속한 여자 
40.7 38.5 

친구， 애인 33.7 42.8 
융락여 성 (창녀 ), 콜걸 

8.4 5.5 
우연히 만난 여자 6.4 3.8 
술집여자，다방여자 

1.8 1.2 
기 타 0.7 0.7 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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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첫 性行廳 對象別 軟酒與否 및 避狂使用實態

鎬칠훤 계 결약여혼속자을한 친얘구인 우짧연히 술 다집방업 X샤 융 넓략여성， 기타 
〈근로자〉 

겨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05) (67) (330) (68) (52) (273) (15) 

음주여부 

마셨음 63.4 47.8 54.5 69.1 84.6 74.7 33.3 
안마심 32.1 44.8 40.6 30.9 9.6 21.6 60.0 
미 상 4.6 7.5 4.8 5.8 3.6 6.7 

;e= 122.8(p= .0000) 

피입사용여부 

사용않음 79.2 71.6 86.7 92.6 73.1 70.7 86.7 
콘톰사용 14.9 17.9 9.1 4.4 15.4 23.8 6.7 
먹는피임약복용 2.7 7.5 2.4 1.5 5.8 1.8 
기타피엄법 1.1 3.0 1.8 6.7 
미 상 2.1 1.5 5.8 3.7 

.:t2=142.0(p=.0000) 
〈대학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7) (30) (154) (22) (15) (171) (5) 

음주여부 

마셨읍 60.8 20.0 44.2 63.6 80.0 83.0 20.0 
안마심 38.5 80.0 55.2 36.4 13.3 17.0 80.0 
미 상 .7 .6 6.7 

.:t2=228.7(p=.0000) 

피입사용여부 

사용않읍 69.2 63.3 77.3 77.3 73.3 62.6 60.0 
콘돔사용 22.0 3.3 11.0 22.7 26.7 35.7 
먹는피임약복용 2.0 3.3 1.9 1.8 20.0 
기타피임법 6.5 30.0 9.7 20.0 
미 상 .2 

.:t2=220.9(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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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倫落女性과의 性行홉 

動勞者 1，039명중 649명 (62.8%) ， 大學生 1，103명중 291명 (26.4%)이 倫落女

性과 性行짧 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성행위 경험자 중에서는 근로자의 

80.0%, 대학생의 72.8%가 倫落女性과 性行廳를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未婚 男性의 性行짧 대상으로서 倫落女姓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단면을 볼 수 있는데， 이들 倫짧女性들과의 性經驗率을 輪落女

性의 範購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표 4-36>과 같이 근로자 집단에서는 倫

落女·性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술집 여자， 유흥업소 여자였으며， 안마시술 

소 여자， 다방 여자， 이발소 여자와의 性經驗率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賣春歸가 倫落女性의 대부분으로 여러 

유형의 *옳落女性 範購에 속하는 相對者와의 性接觸은 근로자 집단에 비해 

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倫落女性 類型別 倫落女性과의 性行廳 經驗率

윤락여성 유형 

계 

일반윤락여성 (매춘부) 

유흥업소 여자 
술집여자 
다방여자 
이발소여자 
안마시술소여자 
콜 걸 

<주> 1) N=l，O잃명 기준 

2) N=1，103명 기 준 

근로자 
(N=1,03D 
꿇호1 

39.9 
20.1 
23.6 

7.8 
7.4 
8.5 
9.0 

(단위: %) 

대학생 
(N=l,lOo) 
-김ß.421 

16.0 
3.9 
2.1 

.9 
1.2 
1.5 
4.7 

倫落女性과의 性行짧 經驗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연령에 따라 性經驗率은 比例的으로 增加하며 그 증가 상태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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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性經驗率보다도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倫落女性과의 性經驗 機會를 

보다 많이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군대를 마친 경우 倫落女性과의 性經驗率

이 未畢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으며， 현재의 거처가 부모집을 떠나 하숙 

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 演짧女性과의 性經驗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全

體 性經驗에서 나타난 양상과 마찬가지로 吸煙을 많이할수록， 軟酒量이 많 

을수록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37 참조). 

性行廳에 대한 태도별로는 婚前의 純顯， 婚前 異性과의 性行屬， 倫落女性

과의 性行짧， 婚前 姬娘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倫짧女性과의 性經驗率에 

차이를 보여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保守的인 사랍에 비하여 보다 許容度가 

높을수록 倫落女性과의 性經驗率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38 

참조). 

倫落女性과의 性行寫는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현물로 보상하게 되므로 

經濟的인 負擔能力이 性行穩를 追求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月收入과 月支出 용돈과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을 비교하였는데 근로자 

들은 月收入이 많을수록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짧이 높았고 月支出 용돈이 

많을수륙 輪짧女性과의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月收入과 용 

돈의 支出은 연령의 증가와 動勞經歷의 중가에 따라 많아지므로 연령 要困

이 다소 握載된 결과로 보인다. 대학생에서도 월 용돈 支出觀이 많을수록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9 참조). 

조사대상자들이 浦落女性과 처음 性經驗을 가진 나이는 근로자가 평균 

23.3세， 대학생이 명균 21.0세로 대학생에서 약간 낮은 年觀層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性經驗의 첫 對象者가 倫

落女性인 사랍의 비율이 높은 결과와도 부합되며 근로자 집단이 일찍 職場

生活을 하면서 異性交際 經驗率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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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應答者의 一般特姓別 輪짧女性과의 性行짧 經驗率

특 성 

계 

연 령 
s19 
20-24 
25-29 
30+ 

근로자 

경험률 (N) 

대학생 

경험륨 (N) 

교육수훈. 

중학교이하 (1년) 
고등학교이하(2년) 
전문대이하 (3년) 
대학교 졸업 (4년) 

군복무 
군 필 
군미필 

거주장소 
부모집 
형제·자매， 친척집 
기숙사·하숙 
자 취 

흡연정도 
안피옵 
가끔피움 
107ij펴정도/1일 
20개피이상/1일 

1휘 평균옴주량 
음주안함 
소주 1-2잔 청도 
소주 반병 정도 
소주 1병 정도 
소주 2병 이상 

짧
 

별
 
다
 다 

모
 있
 없
 

닙
 
T 

62.8 0 ,033) (1,103) 26.4 

21.1 (76) 
54.2 (206) 
70.5 (546) 
79.6 (103) 

X2=92.8(p=.0000) 

3.8 (211) 
24.2 (662) 
52.9 (227) 

X2=139.7(p=.0000) 

61.2 (49) 
61.3 (793) 
68.2 (88) 
70.9 (103) 

X2=4.8(N.S.) 

10.2 (265) 
19.4 (284) 
33.9 (319) 
42.2 (232) 

X2=82.6(p=.0000) 

69.6 (731) 
46.5 (301) 

X2=47.8(p=.0000) 

46.0 (461) 
11.9 (638) 

X2= 158.9(p= .0000) 

61.7 (397) 
65.1 (109) 
52.1 (263) 
74.2 (264) 

x2=28.2(p=.0000) 

25.6 (577) 
23.0 (87) 
23.6 (212) 
31.3 (224) 

X2=4.3(N.SJ 

51.9 (258) 
55.2 (87) 
64.4 (306) 
74.7 (332) 

X2=35.6(p=. 0000) 

16.3 (498) 
21.6 (116) 
39.8 (244) 
35.1 (224) 

X2=59.9(p=.0090) 

46.3 (95) 
48.6 (146) 
60.7 (313) 
70.7 (331) 
73.4 (128) 

X2=39.0(p=.0000) 

11.8 (93) 
19.8 (182) 
26.0 (411) 
33.2 (322) 
30.7 (88) 

x2=22.9(p=.0001) 

65.7 
61.3 

(378) 
(660) 

33.5 
23.8 

(272) 
(828) 

) 

-
임
 

않
 -핸
 

찌
찌
 
-
뺑
 

x 
-
정
-느L

 샘
 

않
 

* > 
츄
 

X2=9.4(p=.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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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婚前純爾 및 性行옳에 대한 願度別 輪짧女性과의 性交經驗率

태 도 
근로자 대학생 

경험률 (N) 경험률 (N) 

계 62.8 0 ,033) 36.3 0 ,103) 

혼전순결(남성) 

반드시 지켜야함 39.3 (35) 5.8 (171) 

가급적 지켜야함 62.9 (491) 22.4 (464) 

지키지 않을수도 있음 73.1 (279) 33.9 (395) 

지킬필요 없읍 91.5 (71) 58.8 (68) 

모르겠음 31.3 (48) 

x2=90.5(p=.0000) X2=89.6(p=.0000) 

혼전순결(여성) 
반드시 지켜야 함 59.4 (431) 18.6 (317) 

가급적 지켜야 함 66.7 (402) 25.4 (460) 

지키지 않을수도 있읍 70.1 (127) 34.1 (276) 

지킬필요 없읍 85.0 (20) 50.0 (34) 

모르겠읍 20.0 (30) 

X2=35.4(p= .0000) X2=28.2(p=.0000) 

혼전 이성과의 성행위 

해도괜찮다 76.9 (459) 38.2 (469) 

해서는안됩 52.0 (554) 17.4 (628) 

X2=66.0(p= .0000) x2=59.0(p=.0000) 

흔전 결혼상대자와의 성행위 

해도괜찮다 68.0 (846) 29.9 (824) 

해서는 안됨 40.2 (169) 15.3 (274) 

X2=45.5(p= .0000) x2=21.7(p=.0000) 

윤락여성과의 성행위 

해도괜찮다 83.1 (325) 51.5 (293) 

자제하는 것이 좋음 60.0 (562) 22.8 (549) 

해서는 안됨 28.1 (128) 4.7 (256) 

X2=125.7(p=.0000) X2=161.8(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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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月平행 收入 및 용돈사용에 따른 倫落女性과의 性行廳 經驗率

근로자 대학생 
월평균 수입 및 용돈 

정험률 (N) 정험률 (N) 

월평균수입 

계 63.9 (965) 25.9 (1 ,031) 
없 음 26.9 (558) 
15만원 이하 24.4 (1 19) 
15-50만원 이하 42.3 (104) 24.8 (294) 
50-70만원 이하 56.0 (336) 26.5 (49) 
70-90만원 이하 70.4 (307) 18.2 (11) 
90-100만원 이하 74.2 (89) 
100만원 이상 79.8 (129) 

X2=58.5(p=.0000) x2=3.0(N .S.) 
월평균용돈 

계 63.9 (977) 26.5 (1,088) 
10만원 이하 52.1 (94) 18.5 (54) 
10-20만원 이하 60.0 (433) 20.2 (377) 
20-30만원 이하 65.2 (276) 28.4 (409) 
30-40만원 이하 75.8 (99) 33.2 (184) 
40-50만원 이하 81.0 (42) 40.0 (50) 
50만원 이상 78.8 (33) 35.7 (14) 

x2=31.4(p=.0005) X2=42.8(p= .0000) 

춤少年의 性行穩는 동료집단(친구)의 影響力이 매우 크다는 것이 외국의 

연구 결과(선행연구 참조) 提示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倫落女性파 첫 性

經驗을 가졌을 때 누구와 같이 갔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자 

서 결정하여 가는 경우는 動勞者의 14.3%, 大學生의 20.0%로 그나머지는 

친구나 아는 사랍이 부추겨서 他意로 갔거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經驗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자의 수를 보면 動勞者들의 40.1%가 3명 이상이 

같이 갔고， 46.2%가 1-2명과 같이 갔으며， 大學生들의 37.1%는 3명 이상과， 

42.6%는 1-2명과 같이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倫落女性파 性

行짧에서도 첫 경험시에 비해서는 혼자 가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 경우 1-2명 또는 2-3명과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행자는 학교 친 

구나 선후배가 가장 많았고 動勞者에서는 그 다음이 職場 同價인 것으로 

나타녔다(표 4-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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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0. ‘倫落女性과의 性行廳 實態

근로자 대학생 
특 생 

첫 성행위 최종 성행위 첫 성행위 최종 성행위 

계 100.0 100.0 100.0 100.0 
(N) (649) (649) (291) (291) 

경험시기 분포 
s19 21.7 14.4 
20-24 67.0 80.8 
25-29 9.2 3.8 
시기 미상 2.0 1.0 
평균 23.3세 21.0세 

(S.D.) (2.4) (1 .7) 
동기 
혼자 결정해서(자의) 14.3 20.0 
친구·아는사람 권유(타의) 45.1 37.9 
자의반 타의반 39.0 40.4 
기 타 0.5 
미 상 1.1 1.7 

동반상태 
나혼자 12.6 17.6 18.9 23.7 
1-2명 46.4 41.0 42.6 47.1 
3명 이상 40.1 39.1 37.1 26.8 
기 타 0.3 
마 상 0.9 2.0 1.4 2.4 

동반자 
나혼자갔다 12.6 17.6 18.9 23.7 
학교동창， 선배 49.3 32.5 71.8 67.4 
군대친구 14.2 9.1 7.2 6.5 
직장동료 18.3 32.0 
기 타 4.6 6.8 0.7 
미 상 0.9 2.0 1.4 2.4 

음주여부 
읍주함 76.3 77.2 80.1 75.9 
음주안함 19.7 16.6 18.9 22.7 
미 상 4.0 6.2 1.0 1.4 

콜돕사용여부 
사용했음 22.5 39.3 39.5 48.1 
사용안함 73.5 55.5 59.5 50.5 
pl 상 4.0 5.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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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짧女性과 처음 性行짧시 軟酒行願와 피임실태를 보면 <표 4-40>과 같 

다. 근로자의 76.3%, 대학생의 80.1%가 輪짧女性과의 性行짧시 軟酒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음주를 통해 衝動的인 性行옳가 ílÈ進되었을 수 있으며， 콘돔 

사용률이 근로자의 22.5%, 대학생의 39.5%로 대학생이 약갇 높기는 하나 

콘돔사용률이 낮았고 콘돔사용은 첫 경험시에 비하여 최근 경험시에는 動

勞者와 大學生 集團 모두 약간은 높아지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使用率이 

낮아 性病感梁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性行屬가 아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結果를 종합해 볼 때 倫짧女性과의 性行廳는 동료 집단의 影

響으로 衝動的으로 이루어지며 低調한 피엄사용은 알콜에 의해 더욱 助長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콘돔 使用實慮

婚前 未婚 男性들의 性行廳는 앞에서 일반 性行廳經驗 및 i움짧女性과의 

성행위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性行德 對象者가 일정하지 않으며， 일시 

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옮落女性과의 性行願는 동료집단의 영향에 의해서 

衝動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 

상은 後期 춤少年 集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춤少年 

의 당면한 性問題는 첫째， 뿜少年의 性經驗時期가 빨라지고 있으며 둘째， 

좁少年의 性病 增加趣勢와 원치 않는 姬娘 및 그에 따른 A工姬振中總의 

증가 셋째， 춤少年層이 거의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WHO, 1986). 

본 연구에서는 性行廳 對象과 시기별로 근로자와 대학생틀의 콘톰사용양 

상을 구체적으로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動勞者에서 첫번째 性行짧時 콘돔사용률 

은 15.1%였고， 가장 최근의 性行짧時 콘톰사용률은 23.3%였다. 性病感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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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콘돔사용률은 13.7%로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性病感梁이 높 

았다고 볼 수 있다. 性行뽑 相對女性의 유형별로 콘돔사용률을 보면 倫落

女性에 속하는 性相對者와는 첫성행위에서 23.4%, 가장 최근 성행위에서 

35.8%의 콘돔사용률을 보여 여자친구 範傳에 해당되는 女性과의 性行廳에 

서 보다는 防獲的인 性行짧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4-41. 動勞者의 性行廳 對象 및 時期別 콘돔사용實魔 

첫번째 성행위시 

계 

약혼자， 여자친구， 애인 
윤락여성 범주2) 
우연히 만난 여자 
기타 

가장 최근 성행위시 

계 
약혼자， 여자친구， 애인 
윤락여성 범주2) 
우연히 만난 여자 
기타 

성병감염당시 성행위시찌 
계 

약흔자， 여자친구， 애언 
윤락여성 범주2) 

우연히 만난 여자 
기타 

계 

100.0(793) 
100.0(397) 
100.0(312) 
100.0 (67) 
100.0 (17) 

100.0(798) 
100.0(438) 
100.0(285) 
100.0 (55) 
100.0 (20) 

100.0(175) 
100.0 (20) 
100.0(133) 
100.0 (14) 
100.0 (8) 

콘돔사용여부 

사용 비사용1) 

15.1 
10.6 
23.4 
4.5 

11.8 
X2=29.l(p=.0000) 

23.3 
16.7 
35.8 

9.1 
30.0 

X2=42.4(p=.0000) 

13.7 
20.0 
12.8 
14.3 
12.5 

X2=.8(p=.8544) 

84.9 
89 .4 
76.6 
95.5 
88.2 

76.7 
83.3 
64.2 
90.9 
70.0 

86.3 
80.0 
87.2 
85.7 
87.5 

〈주> 1) 성행위시 상대방 여성이 사용한 피임방법과 론돔 이외의 피염방법은 콘돔 
비사용자로 분류함. 

2) 윤락여성 범주에는 성행위 대상이 된 윤락여성， 콜걸， 술집여자， 다방여자가 
포함됩. 

3) 성 병감염자인 정우이며， 이 때 콘돔사용상태에 사용자 속에는 콘돔을 사용 
했으나 콘돔의 파열 및 빠짐 둥으로 사용에 실때한 정우도 포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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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과 같이 大學生에서는 動勞者와 조사내용이 相異하여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콘돔사용양상을 보면， 첫번째 性行屬시 콘돔사용률은 

22.1%로서 動勞者 集團에 비하여 콘돔사용률이 다소 높았다. 倫落女性과의 

性行廳에서는 처음에는 39.9%, 최근에는 47.5%의 콘돔사용률을 보였다. 여 

자친구와의 性行옳에서는 처음에는 9.5%, 최근에는 25.6%의 콘돔사용률을 

보였고，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行뽑에서는 처음에는 21.1%, 최근에는 

23.3%의 콘돔사용률을 보였다. 

표 4-42. 大學生의 性行德 對象 및 時期別 콘돔사용實態 

계 
콘돔사용여부 

첫번째 성행위시 

계 
약혼자， 여자친구， 애인 
윤락여성 법주2) 
우연히 만난 여자 
기타 

윤락여성과의 

첫 성행위시 
최근 성행위시 

여자친구와의 

첫 성행위시 
최근 성행위시 

우연히 만난여자와의 
첫 성행위시 
최근 성행위시 

성병감염당시 성행위시 

계 
올락여성볍주2) 
기 타4) 

100.0(399) 
100.0(184) 
100.0(186) 
100.0 (22) 
100.0 (7) 

100.0(288) 
100.0(202) 

100.0(263) 
100.0(223) 

100.0 (71) 
100.0 (43) 

100.0 (30) 
100.0 (25) 
100.0 (5) 

-사용 

22.1 
9.8 

34.9 
22.7 

.0 
X2=36.l(p=.0000) 

39.9 
47.5 

9.5 
25.6 

21.1 
23.3 

6.7 
4.0 

20.0 
X2=. l{p=.7434) 

비사용1) 

77.9 
90.2 
65.1 
77,3 

100.0 

60.1 
52.5 

90.5 
74.4 

78.8 
76.7 

93.3 
96.0 
80.0 

<주> 1) 성행위시 상대방 여성이 사용한 피임방법과 콘돔 이외의 피임방법은 콘돔 
비사용자로 분류함. 

2) 윤락여성 법주에는 성행위 대상이 된 윤락여성， 콜걸， 술집여자， 다방여자가 
포함됨. 

3) 성 병감염자중 콘톰사용 미상자 2명 제외 
4) 윤락여성 범주 이외의 여자친구， 애인， 기타대상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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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서도 性病慮榮當時의 콘돔사용률은 6.7%로 다른 상황에서 보다 

使用率이 낮았다. 性行廳 相對女性의 유형별로 콘돔사용률을 보면 첫 성행 

위에서 倫落女性에 속하는 性相對者와는 34.9%, 여자친구범주에 속하는 女

性과의 性行德에서는 9.8%로 性相對女性에 따라 콘돔사용률에 차이를 보였 

다. 본 연구결과에서 콘돔사용이 과거보다 높아졌는지 性行穩經驗이 늘어 

나면서 콘톰사용이 높아지는 것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으나 대체로 첫 성행 

위에서 보다 최근의 性行廳에서 콘돔사용이 높았고 性病感、業當時에는 使用

짧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낮은 콘돔사용수준은 未婚男性들 

이 婚前 性行廳에서 性病感業과 相對女性의 姬娘 등의 危險에 露出되어 있 

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示埈하고 있어 큰 문제로 提起된다. 

5. 婚前 同居實願

動勞者 集團에서 실증적인 資料는 없지만 최근의 性에 대한 價f直의 變化

와 더불어 婚前의 性欲求를 充足시키고， 컸惡한 經濟狀態에서 農村地域이나 

他地 出身들이 부모를 떠나 주거 및 생계의 부담을 지면서 經濟的인 부담 

을 縮小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도 男女 同居가 增加해 가는 趣勢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動勞者 集團에서는 11.3%가 과거에 異性과 同居를 經驗했 

으며 1.5%가 현재 동거중인 것으로 전체적으로 12.9%가 同居를 經驗한 것 

으로 나타났다. 大學生에서는 2.3%가 異性과 과거에 同居한 經驗이 있으 

며 0.4%가 現在 同居를 하고 있어 全體的으로 2.7%가 同居를 經驗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적인 感情에서 同居를 한 것인지 아니면 結婚 相

對者로서 同居를 하는 것인지는 구분하여 把握하지 않았으나 본 조사에서 

사실상 婚뼈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調훌資料를 分

析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同居는 대부분 일시적인 同居로 看做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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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근로자에서 平행 同居期間은 15.4개월이었으며， 大學生은 소수가 

同居를 經驗했는데 ~형 同居期間은 10.6개월로서 근로자에서 同居期間도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43 참조). 

표 4-43. 廳答者의 異性과 同居經驗 與否

근로자 대학생 
특 성 

동거경험률 (N) 동거정험률 (N) 

동거경험 여부 
계 100.0 (1,039) 100.0 (1,103) 

동거경험 11.3 (117) 2.3 (25) 
현재 동거중 1.5 (16) .4 (4) 
경험 없음 87.0 (904) 97.2 (1,072) 
무응답 .2 (2) .2 (2) 

동거기간 

계 100.0 (112) 100.0 (27) 

5개월 미만 23.2 (26) 37.0 (10) 
6-11개월 22.3 (25) 18.5 (5) 
12-23개월 45.5 (51) 29.6 (8) 
24개월 이상 25.5 (28) 14.8 (4) 

평균(S.DJ 15.4(14.1) 10.6(10.3) 

對象者의 특성별로는 〈표 4-44>와 같이 動勞者와 大學生에서 모두 연령 

이 높을수록 즉 結婚 適觀期에 도달해 있을수록 同居經驗者 비율이 높았으 

며， 數育水準에서는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同居經驗率이 높았다. 

그외 부모집을 떠나 자취를 하는 경우， 부모를 떨어져서 산 경험이 있는 경 

우， 부모가 死亡 또는 離婚한 경우， 吸煙者에서 同居 경험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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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근로자 

통거경험률 (N) 

대학생 

동거경험률 (N) 

연 령 
계 
~19 
20-24 
25-29 
30+ 

교육수준. 

계 
중학교이하 (1년) 
고둥학교 (2년) 
전문학교 (3년) 
대 학 교 (4년) 

현재 거처 
계 

부모집 
형제·자매， 친척집 
기숙사·하숙 
자 취 

시
 

, 학
 

채
 끼
 

교
 

고
 歸뱀

 
와
 계
 다
 다
 

모
 
있
 없
 

닙
 
T 

觀u 
혼
 

미
Z
 

이
l
 

훌
」
 존
1
&
 

생
 
생
、F
 

의
계
모
 맡 

모
 
부
부
 

닙
}
’
 

홉연실태 
계 

홉연합 
홉연안함 

함
함
 

”” 

1r-

발
 계 주
 짖
”
 

주
，
 。
-
g
-
-

“

12.9 (1,035) 
10.5 (76) 
12.3 (309) 
12.8 (546) 
16.3 (104) 
x2= 1.5(p= .6625) 

12.8 (1,037) 
12.2 (49) 
13.0 (797) 
14.8 (88) 
9.7 (103) 

X2=1.2(p=.7425) 

12.8 (1,037) 
12.3 (398) 
9.2 (109) 

11.7 (266) 
16.3 (264) 
X2=4.5(p= .2078) 

12.8 (1,036) 
18.0 (377) 
9.9 (659) 

X2=13.6(p=.0002) 

12.9 (1,030) 
11.4 (398) 
16.6 (109) 
x2=4. 7(p= .0298) 

13.6 (987) 
15.6 (398) 
7.4 (258) 

x2=10.5(p=.0012) 

12.8 
13.5 
6.2 

떼
 떼
 떼
 

n
μ
 α…
 
U 

1i 

/
I
、

/
l‘
、

2.6 (1,101) 
.9 (211) 

2.0 (662) 
6.1 (228) 

X2= 14.4(p= .0007) 

2.6 (1,101) 
.4 (265) 

2.5 (284) 
7.8 (320) 
4.7 (232) 

X2=23.3(p= .0000) 

2.6 (1,101) 
2.4 (576) 
3.4 (87) 

.9 (213) 
4.4 (225) 
x2=5.6(p=.1339) 

2.6 (1,101) 
3.3 (274) 
2.4 (827) 
X2= .3(p= .5766) 

2.6 (1,101) 
2.3 (979) 
4.9 (122) 

X2= 1.9(p= .1704) 

2.6 (1,101) 
4.0 (602) 
1.0 (499) 

X2=8.3(p=.0039) 

2.6 
4.1 
1.6 

(1,100) 
(1,038) 

(62) 

X2=.4(p=.5132) X2=3.6(p= .0577) 

(주> * 교육수준의 ( )는 대학생의 학년임. 
1) 부모증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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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相對 女性의 婚前 雄娘 經驗

婚前의 性行짧는 대부분 理性的이고 計劃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衝動에 의해 感情的， 無計劃的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피임방법이 

많이 開發되어 있고 피임도구의 구입이 비교적 용이하며， 避狂知識이 많이 

普及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 男女의 性關係에서는 원치 않는 姬娘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婚前 性經驗은 크게 問題 삼지 않아 性에 대해 상당 

히 寬大한 서구에서도 婚前 姬娘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 

리사회에서는 婚前 臨娘에 대해서는 未婚母의 발생과 未婚女性의 A工流塵

問題 등이 社會問題化 되고 있으면서 몇몇 연구에서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뽑 未婚 男性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던 현 

실에서 본 資料는 實態를 정확히 把握하여 根本的인 對策을 講究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未婚 男子들이 性行뽑 상대여성을 쩨포娘시킨 經驗

을 〈표 4-45>에서 보면 근로자들은 16.3%가 경험이 있었고 대학생 집단에 

서도 4.0%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性行穩 經驗者 중에서는 

근로자의 20.8%, 대학생의 11.0%에 이른다. 1991년 全國 出塵力調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김숭권， 1992) 미혼 여성의 3.4%가 姬娘經驗

이 있다는 결과와는 대단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윤락여성을 

제외한 一般女性의 혼전 性行짧經驗짧이 일반 미혼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낮고(조정숙， 1981)6) 앞 장에서 근로자 및 대학생의 주요 性相對者가 倫짧 

女性임을 감안할 때 미혼여성의 性經驗 및 姬娘이 일부 여성에 치우쳐 있 

음에 비하여 未婚男性에서는 性相對 女性이 보다 普遍化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結婚前 姬娘의 결과가 대부분 A工姬娘中總로 귀결되며 일부는 未婚팝 

6) 1981년 조사에서 고둥학생의 성정험율은 남학생 Z7.7%, 여학생 14.5%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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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의 결과는 未婚 당사자의 社會的 問題와 健康

상의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社會問題를 意起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춤少年 및 婚前 좁~年 집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包括的인 성교육， 피임교육 

의 필요성 이 매우 높다는 점을 示浚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4-45. 廳答者의 性行옳 相對女性의 姬娘經驗實態

분 
근로자 대학생 

구 
임신경험률 (N) 엄신경험률 (N) 

임신여부 

계 100.0 (1,039) 100.0 (1 ,103) 
있었음 16.3 (169) 4.0 (44) 
없었음 83.5 (868) 95.8 (1,057) 
무응답 .2 (2) .2 (2) 

임신회수1) 

계 100.0 (160) 100.0 (43) 
1회 60.0 (96) 58.1 (25) 
2회 22.5 (36) 25.6 (11) 
3회 10.0 (16) 16.3 (7) 

4회 이상 7.5 (12) 

훌산경협a 
계 100.0 (1,039) 100.0 (1,100) 
있읍 2.1 (22) .5 (5) 
없읍 97.9 (1 ρ17) 99.5 (3) 

<주> 1) 생행위 상대여성이 임신한 적이 있는 대상에 한함 
2) 대학생의 경우 무응답 3명 제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性行廳 상대 여성이 出塵한 경험은 근로자에 

서 22명 (2.1%)， 대학생에서 5명 (0.5%)으로 나타나 근로자 집단에서는 姬娘

經驗者의 13%, 대학생 집단에서는 維娘 經驗者의 11%가 상대 여성의 출산 

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당수준의 未婚母의 발생을 흉起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入養 대상아동의 대부분이 未

婚많에게서 태어나고 있는 결과(정기원·김만지， 1993)7) 와도 부합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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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未婚 男性들의 무절제한 性行뽑가 커다란 社會問題들을 야기시키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중 상대여성이 出塵을 經驗하였다고 하는 

대상자수가 극히 일부이고 특히 대학생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특성별 분 

석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煩向

을 보는 것이 意味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動勞者에서 性行짧 상대 여성의 姬娘을 초래한 경험은 <표 4-46>과 같 

이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높았고， 動勞 男性의 數育水準

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현재의 거처가 자취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中

高校 在學時節 부모와 떨어져서 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양쪽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 비하여 偏父， 偏母 1嚴下이거나 부모가 離婚이나 

別居를 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吸煙者 및 軟酒者에서 경험률이 높 

아 吸煙 및 軟酒가 일반 性經驗에 판여하고 있는 정도 이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낮다. 對象者의 特性別 性行廳 상대 여성의 出塵奉도 연 

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자취를 하는 경우， 吸煙을 하는 경우에 높았다. 

전문학교를 제외하면 數育水準이 높을수록 상대 여성의 出塵率은 낮았는데 

전분학교 학력을 가진 動勞者 集團에서 상대 여성의 出흉흉率이 두드러지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에서는 性行廳 상대 여성이 姬娘을 초래한 경험은 숫자가 극히 적 

기는 한데 특성별로 경향을 보면 <표 4-47>과 같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높았고， 현재의 거처가 부모집인 경우 

에 비하여 형제나 친척집에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中高校 在學時

節 부모와 떨어져서 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吸煙者

및 軟酒者에서 經驗率이 높아 吸煙 및 散酒가 일반 性經驗에 관여하고 있 

는 정도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1992년 업 양아 3，잃5명충 84%가 미혼모 출생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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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6. 動勞者의 特性別 性行廳 相對女性의 娘振 및 出塵經驗寶魔

특 성 
출산실태 

출산경험률 (N) 

임신실태 

임신경험률 (N) 

연 령 
계 

:>;19 
20-24 
25-29 
30+ 

교육수준 
계 

출활잎한 
JLτ)~..J.I!. 

전문학교 
대학교 

치
a
{
}
「
 

체
 집
챔
쐐
취
 

7 

계
모
제
숙
 

재
 
부
형
기
자
 

현
 

세
 빼

 
교
 

고
 

중
 뺏

 
돼
 계$
 

$ 

닙
 
T 

부모의 생폰 및결혼상태 
계 

부모생존 .、
부모사망， 이혼" 

흡연실태 
계 
홉연합 
홉연안함 

합
 함
 

태
 
i 

안
 

협
 계。-
n
 

쁨
 

옴
 

혐
 

Hi 

캡
뼈
 

짧
계
행
행
 

16.3 (1 .035) 
6.6 (76) 

12.3 (309) 
17.9 (546) 
26.9 (104) 
x2

= 18.6(p= .0003) 

16.3 (1,037) 
16.4 (49) 
19.3 (797) 
12.6 (88) 
7.7 (103) 
x2

= 1.6(p= .6548) 

16.3 (1,037) 
17.8 (398) 
11.9 (109) 
12.4 (266) 
19.7 (264) 

X2=7.4(p=.0599) 

16.3 (1,036) 
19.9 (377) 
14.3 (659) 
x2=5.2(p= .0231) 

16.4 (1 .030) 
14.4 (729) 
21.3 (301) 
x2=6.8(p= .0090) 

16.9 (987) 
19.8 (729) 
8.9 (258) 
X2= 15.2(p= .0001) 

16.3 (1,036) 
17.0 (939) 
9.3 (97) 
X2=3.3(p= .0680) 

16.3 (1,037) 
54.9 (133) 
10.6 (904) 
X2= 163.3(p= .0000) 

〈주>1) 부모중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 포함. 

2.1 (1 .037) 
2.6(76) 
1.0 (309) 
2.2 (546) 
4.8 (104) 

X2=5.7 (p= .1266) 

2.1 (1,039) 
4.1 (49) 
1.5 (799) 
6.8 (88) 
1.9 (103) 
X2=11.8(p=.0082) 

2.1 (1,039) 
3.3 (399) 
.0 (109) 
.8 (266) 

2.6 (265) 
X2=7 .6(p= .0549) 

2.1 (1,038) 
2.1 (378) 
2.1 (660) 
X2=O.0(p= 1.0) 

2.1 (1.032) 
2.2 (730) 
2.0 (302) 
X2=0.0(p= 1.0) 

2.2 (989) 
2.9 (731) 
.4 (258) 

X2=4.3(p=.0374) 

2.1 (1,035) 
2.2 (941) 
1.0 (97) 
x2=.2(p=.6807)) 

2.1 (1 .037) 
12.0 (133) 

.7 (904) 

x2=66.8(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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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大學生의 特性別 性行짧 相對女性의 姬振 및 出塵經驗實顧

특 성 
임신실태 

임신경험률 (N) 

출산실태 

출산정험률 (N) 

연 렁 
계 
드19 
20-24 
25-29 

교육수준 
계 

중학이하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현재거처 
계 

부모집 
형제·친척집 
기숙사·하숙 
자 취 

시
 빼

 
교
 

고
 

g 
d 

輔
와
 계
 다
 다
 

모
 
있
 없
 

닙
 
T 

부모의생존및결혼상태 
계 

부모생존 ’‘ 
부모사망， 이혼il 

홉연실태 
계 
홉연합 
홉연안합 

음주실태 
계 
음주함 
음주안함 

4.0 (1 ,101) 
(211) 

3.5 (662) 
9.2 (228) 

;r2=25.4(p=.0000) 

4.0 (1,101) 
.4 (265) 

2.5 (284) 
7.8 (320) 
4.7 (232) 

;r2=23.2(p=.0000) , 

4.0 (1,101) 
4.2 (576) 
6.9 (87) 

.9 (213) 
5.3 (225) 
;r2=8.1 (p= .0423) 

4.0 (1,101) 
6.2 (274) 
3.3 (827) 
;r2= 3.9(p= .0483) 

4.0 (1,101) 
3.9 (979) 
4.9 (122) 
;r2=.l(p=.7595) 

4.0 (1,101) 
5.3 (602) 
2.4 (499) 
;r2=5.3(p=.0214) 

4.0 (1,100) 
4.1 (1,038) 
1.6 (62) 
;r2=3.3(p= .0680) 

4.0 (1,101) 
41.4 (29) 
3.0 (1ρ72) 

x2=98.7(p=.0000) 

<주> 1) 부모중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 포함 

엌
 챔
爛
 

챔
계
행
챔
 

(1.100) 
(211) 

.5 (661) 

.9 (228) 
;r2= 1.9(p= .3938) 

.5 

(1,100) 
(265) 
(284) 
(319) 
(232) 

;r2=4.3(p= .2284) 

.5 

.7 

.9 

.5 (1 ,100) 

.7 (576) 
1.1 (87) 

(213) 
(224) 

;r2=3.6(p=.301O) 

(1.100) 
(274) 

.4 (826) 
;r2=.l{p=.7919) 

.5 

.7 

(1,100) 
(978) 

1.6 (122) 
;r2=1.8(p=.1772) 

.5 

.3 

(1.100) 
(602) 

.4 (498) 
;r2=0.0(p= 1.0) 

.5 

.5 

.5 (1,099) 

.5 (1,037) 
(62) 

;r2=0.0(p= 1.0) 

.5 (1,100) 
13.8 (29) 

.1 (1,071) 
;r2=88.8(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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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사실은 同居經驗者에서 相對女性의 姬娘率

과 出塵率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動勞者 集團의 동거경험자에서 性行寫

相對 女性의 姬娘比率이 54.9%로서 同居 非經驗者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으 

며 出塵比率이 12.0%로서 17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학생 집단의 동 

거경험자에서는 性行짧 상대 여성의 姬娘比率이 41.4%로서 同居 非經驗者

에 비해 14배 가량 높았으며 出塵比率은 13.8%로서 비경험자의 0.1%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표 4-46 및 표 4-47 참조). 

상기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社會經濟的으로 대학생보다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動勞者 集團이 性行穩 經驗率도 높지만 性行짧로 

기인된 ￠표娘率과 出흉물率이 높으며 근로자 집단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편부모 슬하 및 부모의 결혼상태가 離婚이나 別居를 하여 부모의 統制

와 支援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을수록， 吸煙과 軟酒를 하는 경우일수록 

性行짧時 임신을 防止하기 위한 조치를 멀 취하고 있으며 性에 대한 無知

가 出塵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 5 節 性病感榮 經驗實態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 男性들의 結婚前 性行態는 혼전 성행위 

경험이 보편화되어 있고 性行짧의 대상에서 h움落女性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볼 때 性病感梁의 위험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단지역에서는 事業體에서 직원의 신체검사에 性病檢흉를 포함하 

고 있는 점을 볼 때 특히 未婚의 動勞男性들에서 높은 性病많往歷을 예측 

할수 있다. 

性病은 接觸性 傳業病으로서 감염자의 生植保健상의 위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특히 梅毒은 R읍兒感梁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社會倫理， 道德的

問題를 야기하는 社會惡으로서 鍵防方法이 분명하고 용이한 면인데도 불구 

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傳梁病이다. 性病의 발생은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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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세계적인 開放化 趣勢에 따라 AIDS가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 어느 나 

라에서나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國際的 交流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인 感業源이 위협을 주고 있고， 性文化의 開放化로 性接觸이 용이해 지고 

있어 增加 趣勢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性病의 특성상 특수집단이나 性病

指定機關 治癡者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性病有病率 수 

준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 더우기 의약분엽의 부재로 인한 항생제의 誤遭

用은 耐性園의 출현과 증가를 포함하여 性病發生 및 傳播與件을 더욱 조장 

하고 있다(임종권 외， 1990). 

본 조사연구에서는 설문서를 통하여 본인이 性病에 感業된 經驗에 관한 사 

항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臨皮的인 談斷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아니어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닐때는 性病이라는 판정과 性

病種類의 판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뾰候에 대한 불확실한 자기 

진단으로 실제보다 과다 보고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웅답을 기피하거나 不顯性

感梁으로 인하여 다소 과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 

1. 性病感榮 實魔

조사대상자의 性病感業 흩￡往歷을 보면 근로자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1,039 

명중 178명 (17.1%)이 性病에 感業된 기왕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性行廳經驗者 811명 중에서는 21.9%에 이르는 높은 感業歷을 나타내고 있 

다. 대학생들은 성병 감염자의 수가 적어 性病縣梁에 관한 行態를 把握하 

는데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한데 전체 조사대상 1.100명중 33명 (3.0%)이 性病

에 感梁된 많往歷을 갖고 있으며 性行薦經驗者 400명 중에서는 8.3%가 성 

병에 감염된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性病에 感業된 회수를 

보면 근로자에서 2회 이상 감염된 경우는 感業經驗者중 37.1%, 대학생에서 

는 15.2%인 것으로 나타나서 性病에 걸린 사람은 다시 성병에 걸릴 危險이 

있는 性行態를 가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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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는 기억상의 誤差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걸린 性病

(성병감염이 1회인 경우도 포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感梁된 시기를 조사자의 감염 당시 연령으로 환산하여 보면 근로자는 평균 

2:3.7세， 대학생은 22.0세였고， 性病의 種類는 근로자에서는 빼훌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非빼園性 民道꽃으로 23.0%를 차지하였다. 대학생 

에서는 性病感梁者가 33명이어서 性病樣相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非빼園性 民道꽃이 가장 많아 12명 (36.4%)이 었고 그 다음이 빼뚫로 11명 

(33.3%)이었다. 不顯性 感梁率이 높고 感榮의 ~候가 복잡하여 치료에 어 

려움이 있는 梅毒의 感梁者도 근로자와 대학생에서 각각 14명 (7.9%) ， 2명 

(6.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性病에 걸릴 당시의 性行짧를 할 때 散酒를 하였다는 사랍이 근로자에서 

82.0%, 대학생에서 78.8%였다. 이는 첫 性行寫時의 散酒者 比率(표 4-48 

참조)에 비하여 性病 感梁 당시의 음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음주 

가 衝動的인 위험이 내재된 性行옳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性病에 걸릴 당시의 콘돔사용실태를 보면 動勞者에서 84.8%, 대학생에서 

87.9%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서는 사용중 不適切하게 사용 

한 경우도 7.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婚前 性接觸

이 性病感梁이나 상대여성의 M:f娘 및 婚前 出塵 가능성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社會的， 倫理

的 문제와 이들 세대의 生植保健 측면의 위협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표 4-48 참조). 

性病에 걸릴 당시의 感梁源으로 생각되는 상대여성은 근로자에서는 倫落

女性 및 콜걸이 46.1%에 이르며 다방 및 술집여자라는 경우가 26.4%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구， 애인과의 性接觸에서 性病이 傳梁되었다 

고 한 경우도 10.7%에 달하여 이들이 주요 性接觸 대상으로서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수 倫짧女性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근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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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과 성접촉이 있는 일반여성에서도 性病의 有病率이 꽤 높을 것으로 추 

측된다. 한편 대학생에서는 性病感業源의 대부분이 、倫落女性 및 콜걸로 

69.7%였고， 친구 및 애인과의 性行薦로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1명에 지나지 

않아 대학생의 性接觸 상대가 되고 있는 일반 여성들의 性病 有病率은 문 

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48. 性病感、業 經驗實態 및 感業時 軟酒 및 콘돔 使用實態

근로자 대학생 
내 용 

% % N N 

계 100.0 178 100.0 33 

성병감염횟수 
l회 62.9 112 84.8 28 
2회이상 37.1 66 15.2 5 
마지막 감염시기 

::;;18 7.3 13 12.1 4 
20-24 46.6 83 66.7 22 
25+ 35.4 63 12.1 4 
미상 10.7 19 9.2 3 
평 균 23.7세 22.0세 

성병종류 
임 질 50.0 89 33.3 11 

E-E1L 7.9 14 6.1 2 
비임균성요도염 23.0 41 36.4 12 
기 타 5.6 10 6.1 2 
미 상 13.5 24 18.2 6 

현재감염상태 
과거걸림 83.7 149 100.0 33 
현재걸림 9.6 17 
미 상 6.7 12 

감염시 음주여부 
마셨음 82.0 146 78.8 26 
안마셨음 16.9 30 18.2 6 
미 상 1.1 2 3.0 l 

론돔사용여부 
사용안함 84.8 151 87.9 29 
바르게사용 6.7 12 6.1 2 
사용중빠짐 5.1 9 
사용중터짐 2.2 4 
미 상 1.1 2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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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9. 性病感梁源 및 治廳實態

내 용 
근로자 대학생 

% N % N 

계 100.0 178 100.0 33 
성병감염원 

결혼약속녀 0.6 1 
친구，애인 10.7 19 3.0 1 
윤락여성，콜걸 46.1 82 69.7 23 
우연히 만난여자 7.9 14 6.1 2 
다방， 술집여자 26.4 47 3.0 l 
이발소， 안마실여자 2.2 4 3.0 l 
기 타 4.5 8 3.0 1 
미 상 1.7 3 12.1 4 

성병감염시 첫치료장소 
약 국 48.9 87 33.3 11 
병의원 32.0 57 33.3 11 
보건소 9.6 17 15.2 5 
기 타 8.4 15 18.2 6 
미 상 1.1 2 

성병완치전 성교유무 
있 다 21.9 39 9.1 3 
없 다 77.0 137 90.9 30 
미 상 1.1 2 

性病感梁者가 찾은 첫 치료원은 근로자에서는 藥局이 48.9%, 病醫院 및 

保健所가 41.6%였으며， 대학생에서는 病醫院 및 保健所가 48.5%, 약국이 

33.3%로 성병에 걸린 사람 중 많은 사랍이 일차적으로 자가 진단에 의해 

약국에서 抗生齊tl를 복용하는 것으로 보여 性病을 적절히 치료받지 않고 위 

험한 自家治廳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대학생보다는 근로자 집단에서 

더욱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治擬實態는 耐性園의 

出現과 완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으며， 이들 젊은이들 개개인의 生植保健과 健康上의 위해를 초래할 뿐 아니 

라 나아가서 慢性 傳梁病으로서 社會全體에 波及效果를 초래할 수 있는 위 

험을 가진다. 또한 자가치료와 진료의 기피는 性病愚者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性病에 걸린 상태에서 性接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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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랍도 근로자에서 39명 (21.9%)， 대학생에서 3명 (9.1%)으로서 性病傳播

의 여지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 특히 근로자 집단을 위한 性病管理와 性病

의 據防을 위한 社會的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開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9 참조). 

<표 4-50>에서 性病感梁 당시의 성행위 상대자인 感榮源별로 구분하여 

보면 性病에 걸린 사람들은 애인， 친구와의 性行짧에서나 倫짧女性의 범주 

에 속하는 여성 및 우연히 만난 여성 등 性病感榮의 우려가 높은 대상과의 

性行穩에서도 콘돔사용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0. 性病感梁醒、別 性行짧 當時 콘돔사용 ，및 散酒實態

계1) 애인·친구 융락여성 
우연히 
만난여성 

〈근로자〉 

계 100.。 100.0 100.0 100.0 
(N) (170) (20) (133) (17) 

콘돔사용여부 
사 용 6.5 5.0 6.8 5.9 
비사용 93.5 95.0 93.2 94.1 

X2=.3(P=.1l59) 
음주여부 
마셨음 84.1 65.0 89.5 64.7 
안마심 15.9 35.0 10.5 35.3 

X2= 15.8(P= .0012) 

〈대학생〉 

계 100.0 100.。 100.0 100.0 
(N) (28) (1) (25) (2) 

콘돔사용여부 
사 용 3.6 4.0 
비사용 96.4 100.0 96.0 100.0 

x2=.1 (P= .9397) 
읍주여부 
마셨음 85.7 100.0 84.0 100.0 
안마심 14.3 16.0 

X2=.5(P=.7558) 

<주> 1) 성병감염원 미상 제외: 근로자 8명， 대학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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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病感梁 당시의 軟酒與否를 보면 근로자의 경우 倫落女性과 性交시 음 

주율이 89.5%로 제일 높은데 반해 대학생에서는 84%로 다른 성상대자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표 4-51>에서 散酒與否별 性病感業者의 콘돔 사용실태를 보면 근로자 

에서는 음주자의 콘돔사용률은 11%, 비음주자의 콘돔사용률은 30%로 나타 

나 性行穩時 餘酒를 한 경우에는 性病을 防獲할 수 있는 콘돔사용을 소홀 

히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자료가 性病에 이미 感梁된 경우이므 

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표 4-51. 性病感業 當時의 敢酒狀態別 콘돔사용實態 

음주여부 계(N)ll 
콘돔사용여부 

사용 벼사용 

〈근로자〉 

계 100.0(176) 14.2 85.8 
음주함 100.0(146) 11.0 89.0 
음주안함 100.0 (30) 30.0 70.0 

X2=5.9(p=0.149) 
〈대학생〉 

계1) 100.0 (31) 6.5 93.5 
τ。~?ζ w 100.0 (26) 7.7 92.3 
음주안함 100.0 (5) 100.。

X2= .O(p= 1.0) 

<주> 1) 성병감염 경험자 중 성병감염 당시 음주상태가 미상인 2명 제외 

〈표 4-52>는 性病의 感짧經驗이 상당히 높은 근로자 집단에서 性行寫

相對者의 유형에 따라서 性病感梁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 

사된 변수중에서 첫번째 性行寫 대상자와 가장 최근의 性行찮의 유형에 따 

라 性病感梁率에 차이가 있는가를 본 결과로서 근로자외 性行德 대상 전체 

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두 경우에서 모두 힌움落女性·콜걸， 술집여자·다방여 

자， 우연히 만난 여자와 성행위를 경험한 집단에서 性病感梁이 뚜렷하게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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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2. 性行짧 對象者別 動勞者의 性病感榮 經驗率

첫 성행위시 마지막 성행위시 
(n=811) (n=811) 

겨l 178/811 21.9% 178/811 21.9% 

결혼을 약속한 여자 11/66 16.7 19/148 12.8 
친구， 애인 57/327 17.4 64/284 22.5 

윤락여성，콜걸 50/245 31.3 29/178 16.3 
술집여자，다방여자 17/47 36.2 25/71 35.2 
우연히 만난 여자 21/68 30.9 14/55 25.5 
이발소，안마시술소여자 0/8 6/3 19.4 

기 타 10/50 20.0 9/44 20.5 

;e=16.9(p=.05) ;r2=20.0(p= .01) 

<주> 성교대상 미상 12건은 제외 됩. 

〈표 4-53>은 動勞者 集團에 대하여 가장 최근의 性行穩를 언제 하였는 

가를 性接觸 頻度를 일부 반영하는 칸접 적 인 變數(proxy variable)로 보고 

性病感梁率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로서 최근 1주 이내에 性行寫를 접촉한 

집단에서 性病感梁 經驗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最近의 性行짧 時期別 動勞者의 性病感梁 經驗率

성병감염 경험률 (%) 

계 

1주일 이전 

1개월 이전 

두달이상 경과 

기억하지 못함 

<주> 무응답 15건 제외 됨. 

178/811 

52/175 
50/208 
32/220 
29/186 

χ2=18.l(p=.001) 

21.9 

29.7 
24.0 
14.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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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들은 性病 感梁源으로서 i옮落女性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倫落女性의 유형별로 접촉한 경험과 

性病 感梁率과의 관계를 <표 4-54>에서 보면 倫落女性보다는 그 이외의 

술집여자， 다방여자， 이발소 여자， 유흥업소 여자 등 非可視的으로 倫落行혔 

를 하는 여성들과의 性行廳經驗이 있는 그룹에서 性病感梁率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倫짧女性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檢該과 追求管理가 이루어지고 있고， 倫落女性들의 性病有病率이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강정원 외， 1988) 등을 고려할 때， 性病管理가 미치지 못하 

고 있는 非可視的인 한옮落女性들이 성병의 감염원으로서 危險集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들 집단에 대한 性病 檢훌와 追求管理의 필요 

성을 提示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54. 倫落女性 類型別 倫짧女性과의 性行짧 經驗者의 性病感梁率

윤락여성 유형 성병감염경험률(N) 

〈근로자〉 

계 25.9 (649) 

일반윤락여성(매춘부) 26.0 (411) 
유흥업소 여자 28.5 (207) 
술집여자 31.7 (243) 
다방여자 36.3 (80) 
이발소여자 38.2 (76) 
안마시술소여자 29.5 (88) 
콜 걸 21.5 (93) 

〈대학생〉 

계 10.8 (288) 

일반윤락여성(매춘부) 11.9 (176) 
유흥업소 여자 18.5 (43) 
술집여자 30.4 (23) 
다방여자 20.0 (10) 
이발소여자 30.5 (13) 
안마시술소여자 17.6 (17) 
콜 걸 11.5 (52) 

Chi-Square significance level: ** P<.Ol ****P<.OOOl 

r 

97.9 .... 

99.l" 
106.3 •••• 
104.4 .... 

106.6'" ‘ 
98.7 .... 
99.5 •••• 

0.0 
1.6 
6.7** 
0.1 
6.9**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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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會'Á口學的 特性別 性病感榮 樣相

조사대상자의 社會.A口學的 特性別 性病感業의 양상을 보면 <표 4-55> 

및 <표 4-56>과 같다. 성접촉 경험률이 연령에 따라 높아지면서 性病感

梁寧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높아져서 19세 이하 근로자의 性病

感梁率은 6.6%에서 30세 이상 근로자의 性病 感榮짧은 30.8%로 높아지고 

있으며 性行짧 경험자중에서도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그 증가폭이 性經驗

率의 증가폭을 상회하는 것을 볼 때 연령이 높아가면서 결혼적령기에 가까 

워질수록 性接觸 頻度가 높고 그로 인한 性病感혔率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 

인다. 대학생에서도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性病感梁率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動勞者 集團에서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性病感業率이 높았으며 대 

학생에서는 학년의 중가에 따라 性病感業率이 증가하고 있다. 군대경력에 

따라 특히 대학생에서는 군대를 마친 경우 性病感業이 높게 나타났다. 현 

재 거주지가 부모를 떠나 하숙 및 자취를 하는 경우 性病感梁率이 높았으 

며 敢酒을 많이 하고 散酒時 취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性病感梁 經驗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57> 및 <표 4-58>에서 性에 판한 知識， 態度 및 行態의 

차이에 따른 性病感梁 經驗率을 보면 성병에 대한 지식정도와 성병감염과 

의 관계에서 知識이 높을수록 感業經驗率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 

병감염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知識이 習得되었을 가능성을 示埈하는 결과라 

고볼수있다. 

性에 대한 態度에 따라서도 性病感榮率에 차이를 보이는데 근로자의 경 

우 婚前純짧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9.6%의 感梁率을 보인 반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랍들은 34.7%의 높은 感業率을 보였다. 婚前 알 

고 있는 異性과의 性行寫， 결혼 상대자와의 성행위， ‘倫落女性과의 性行德를 

허용하는 집단에서 일관성있게 높은 性病 感梁率을 나타내고 있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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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근로자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性에 대한 許容度가 性行態

樣相， 특히 性病感梁에 방어 .::E는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性病感梁이 성접촉에 대한 노출빈도와 접촉대상자와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첫 性經驗年觀， 倫짧女性과의 性行寫 經驗， 윤락여성과의 첫 

성행위 연령 변수와 비교하여 본 결과， 특히 倫落女性과의 性行寫 經驗윤 

가진 집단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근로자 및 대학생에서 공히 10펙 

이상의 높은 性病 感業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性行寫와 倫落女性과의 성 행 

협 연령이 빠른 집단에서 性病 感~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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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 動勞者의 諸特性別 性病感榮 經驗奉

특 성 

년령군 
$19 
20-24 
25-29 
30+ 

계 

마지막 감염시기 
중줄이하 
고둥학교 
전문대 
대 학 

군필여부 
군 필 
군미필 

현재거주장소 
부모， 친척， 형제집 및 기숙사 
하숙，자취 

부모와 벌거경험 
없 다 
있 다 

1회 평균음주량 
음주안함 
소주 1-2잔 정도 
소주 반병 정도 
소주 한병 청도 
소주 2병 이상 

음주시 취하는 정도 
음주안합 
취하지 않음 
약간취함 
적당히 취함 
심하게 취함 

N.S.: Not significant 

전체조사대상 

% (N) 

17.1 0 ,039) 

6.6 (76) 
12.9 (307) 
18.5 (547) 
30.8 (04) 

X2=24.l(p=.0000) 

30.6 (49) 
17.1 (799) 
12.5 (88) 
14.6 (103). 
X2=8.l(p= .005) 

18.9 (735) 
12.9 (303) 

X2=5.1 (p=.05) 

15.5 (748) 
21.3 (291) 

X2=5.0(p= .05) 

14.2 (660) 
22.2 (378) 
x2=1O.8(p=.001) 

5.2 
15.8 
14.7 
21.1 
20.0 

(97) 
(146) 
(313) 
(332) 
(130) 

X2= 15.9(p= .001} 

5.2 
11.4 
15.9 
19.3 
35.8 

(97) 
(123) 
(327) 
(415) 
(53) 

X2=27.8(p=.0000) 

성경험대상 

% (N) 

21.9 (811) 

19.2 (26) 
17.9 (223) 
21.7 (466) 
33.7 (95) 

X2=9.8(p=.005) 

38.5 (39) 
22.1 (619) 
16.2 (68) 
17.6 (85) 

x2=8.4(p=.005) 

22.3 (622) 
20.7 (88) 

X
2=0.2(N .S'> 

20.8 (557) 
24.4 (254) 

x2
=1.l(N.S.) 

18.6 (505) 
27.5 (305) 
X2=8.8(p= .005) 

8.9 
23.5 
19.0 
24.6 
23.0 

(56) 
(98) 

(242) 
(284) 
(113) 

x2=8.2(N.S.> 

8.9 
18.4 
33.5 
23.0 
41.3 

(56) 
(76) 

(265) 
(348) 
(46) 

X2=17.4(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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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조사대상 

% (N)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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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대상 

% (N) 

계 (400) 

년령군 
드19 
20-24 
25-29 
30+ 

교육수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군필여부 
군 펼 
군미필 

현재거주장소 
부모， 친척， 형제집 및 기숙사 
하숙，자취 

부모와 별거경험 
없 다 
있 다 

1회 평균음주량 
음주안함 
소주 1-2잔 정도 

소주 반병 정도 
소주 한병 정도 
소주 2병 이상 

3.0 (1,103) 8.3 

(13) 
6.7 (240) 

11.0 (145) 
50.0 (2) 

x2=8.0(p= .0449) 

2.6 
5.2 

10.5 
9.1 

9.7 
5.3 

(39) 
(77) 

(152) 
(132) 

;r2=3.7(N.SJ 

(269) 
(131) 

;r2=2.7(N.SJ 

7.7 (269) 
9.9 (101) 

상=1.4(N.S.) 

7.8 
9.3 

5.6 
5.7 
9.4 
7.0 

13.5 

(282) 
(118) 

x2=.09(N.SJ 

(18) 
(53) 

(149) 
(142) 

(37) 

N.S.: Not significant 

;r2=2.5(N.SJ 

(211) 
2.4 (664) 
7.1 (226) 

50.0 (2) 

;r2=35.5(p= .0000) 

0.4 
1.4 
5.0 
5.2 

(265) 
(285) 
(321) 
(232) 

;r2=16.9(p=.0001) 

5.6 
1.1 

(464) 
(638) 

X2=19.7(p=.0001) 

2.6 (878) 
4.4 (225) 

상=3.5(N.SJ 

2.7 
4.0 

(829) 
(274) 

;r2=.88(N.SJ 

J 
nn 
A 
J 
3 

1i 

1i 

nJ 

nJ 

Ru 

(93) 
(184) 
(411) 
(323) 
(88) 

;r2=4.7(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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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7. 動勞者의 知識， 態度 및 性行穩 經驗과 性病感梁 經驗率

특 성 

성병감염예방에 대한 지식점수(5점) 
0-1점 
2-3점 
4-5점 

흔전순결에 대한 태도(남자측)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적 지켜야 함 
지키지 않올수 있음 
지킬필요 없음 
모르겠음 

도
 

태
 

한
 

대
 

에
 懶햄

 폈
 

이
 
도
 된
 

전
 해
 안
 

흔
 

도
 

태
 

한
 

대
 

에
 

위
 뺑

 쐐
 

짧
 폈 

결
 도
 흰
 

전
 해
 안
 

흔
 

윤락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성욕구 해소에 필요함 
자제하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련


연
 짧

 전 후
 

위
 
이
 
이
 

셈
 빼
 빼
 

첫
 

짧
 

위
 썽

 

。-양
 다
 다
 

빽
 있 없
 

윤
 

령
 

연
 

시
 爛첫

 
띄
 전
 후
 

패
 이
 이
 

빽
 빼 꽤
 

윤
 

전체조사대상 

% 
”~ 
m
n

잉
 

α
-
잃
엉
퍼
 

성경험대상 

% (N) 

(145) 
(372) 
(261) 

12.6 
15.7 
21.6 

x2=8.4(p= .05) 

9.6 (135) 
14.1 (491) 
23.3 (283) 
34.7 (72) 

8.3 (48) 
x2=34.4(p= .0001) 

25.4 (464) 
10.6 (555) 
X2=38.6(p= .0001) 

19.2 (852) 
7.7 (169) 

x2
= 13.l(p= .001) 

29.1 (327) 
12.7 (566) 
7.8 (128) 

X2=47.8(p=.0001) 

20.0 
19.1 
26.1 

X2=4.7(N.SJ 

17.6 (74) 
17.8 (387) 
26.2 (252) 
35.2 (71) 
19.0 (21) 
x2

= 14.9(p= .01) 

27.8 (425) 
15.8 (374) 
x2

= 16.6(p= .0001) 

23.0 (712) 
14.6 (89) 

x2=3.2(N.SJ 

31.6 (301) 
16.5 (436) 
15.4 (65) 

X2=25.3(p= .0001) 

26.6 (301) 
19.1 (487) 
x2=6.1 (p= .05) 

25.9 (649) 
2.1 (384) 

x2=97.4(p=.0001) 

37.1 (140) 
22.7 (494) 

X2=12.0(p=.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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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8. 大學生의 知識， 願度 및 性行寫 經驗과 性病感훨 經驗率

특 성 
전체조사대상 

% (N) 

성경험대상 

% (N) 

성병감염예방메 대한 지식점수(5점) 
0-1점 
2-3점 
4-5점 

흔전순걸에 대한 태도(남자축) 
반드시 지켜야 합 
가급적 지켜야 함 
지키지 않올 수 있읍 
지킬필요 없음 
모르겠음 

흘전 이성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해도괜찮다 
안된다 

흘전 걸흔상대자와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해도괜찮다 
안된다 

윤락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한 태도 
생욕구 해소에 필요함 
자제하는 것이 좋읍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랩
 總앤

 얘 

써
하
 
빼
 뻐
 

첫
 

윤락여성과의 성행위 경험 
었 다 
없 다 

윤락여성과의 첫성행위시 연령 
19셰 이전 
19세 이후 

2.5 (161) 
2.3 (398) 
3.8 (532) 
상=.48(N.SJ 

1.2 
1.3 
4.5 

10.3 

(171) 
(465) 
(397) 
(68) 

7.8 (51) 
6.0 (151) 

10.3 (194) 
상=.34(N.SJ 

13.3 
4.2 
9.3 

15.2 

(15) 
(145) 
(194) 
(46) 

X2=22.3(p=.0001) 

4.3 (470) 
2.1 (630) 

X2=3.7(p=.537) 

3.4 (827) 
1.8 (274) 
상=1.2(N.S.) 

6.8 (294) 
2.2 (551) 
0.4 (256) 

X2=21.8(p= .0000) 

x2=6.9(N.SJ 

8.5 (235) 
7.9 (165) 
X2=.00(N.S.) 

8.2 (343) 
8.8 (57) 
상=.OO(N.SJ 

11.6 (172) 
6.4 (187) 
2.4 (41) 
상=5.2(N.S.) 

14.3 (98) 
6.3 (300) 

x2=5.l{p= .0234) 

10.8 (288) 
1.8 (109) 

X2= 10.5(p= .0052) 

16.7 (42) 
9.8 (246) 

X2= 10.5(p= .005) 

N.S.: Not significant 



第 5 章 性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본 연구에서는 性病과 性行態의 심각성을 該斷하였고 관련된 性行態의 

대상을 A口學的， 社會學的， 心理學的， 그리고 술·담배 등의 변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性行혔 대상은 크게 여자친구， 우연히 만난 여자， 

倫落女性，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전체 性行廳 상대자 등 네 가지로 나누 

었다. 각각의 상대자에 대하여 제2장에 제시한 理論的인 모텔을 근거로 하 

여 二變量파 多變量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 

은 근로자와 대학생을 對象으로 反復 시행되었다. 

第 1 節 性經驗에 대한 二變量 로지스틱 며歸分析 

1. 一般(全體) 性經驗

가.Á口·社會學的 特性과 性經驗

1) 動勞者

〈표 5-1>에서는 一般 性行態와 獨立變數間의 相關關係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二變量 로지스틱 回歸分析의 結果는 차이 

제곱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선 나이가 한 살 증가함에 따라 性經

驗을 할 가능성이 1.26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녔으며 軍像經驗 역시 性

經驗 가능성을 3.35배나 增加시키는 짧劃을 하는 중요한 變數였다. 收入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性經驗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되였다. 

조기에 술을 배우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性經驗을 줄일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 效果는 각각 .77배와 퍼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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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般(全體) 姓經驗에 관련된 이변량 로지스틱 희귀분석 結果(動勞者)

벼‘- T 8 Odds Ratio p-value 

나이(한싫증가) .23 1.26 .αm 

교육 
중졸이하 .00 1.00 

.없4 
고졸 -.03 .97 .705 
전문대졸이상 .15 1.16 

군경험 
미펼 .00 1.00 .000 
군필 1.21 3.35 

거주행태 
부모 .00 1.00 .252 
부모이외 .18 1.19 

직업만족도 .14 1.15 .220 
수입 

70만원이하 .00 1.00 .000 
70만원이상 1.00 2.71 

담배 
봇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1.12 3.08 

옴주시작연령 

19살미아상 .00 1.00 .085 
19살 만 -.26 .77 

술소비량 
한병증가/일 1.75 5.78 .000 

섬상대벌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된 다 .00 1.00 .000 
안된다 -1.40 .25 

매훈부 
된 다 .00 1.00 .000 
절 제 -.97 .38 .000 
안된다 -2.15 .12 

여자친구 
된 다 .00 1.00 .000 
안된다 -1.48 .23 

우연히만난여자 
된 다 .00 1.00 .000 
안된다 -1.50 .22 

때이트 시작나이 

19살미 이상 .ω 1.00 .000 
19살 만 -1.18 .31 

현재 떼이트 유무 
없 다 .00 1.00 .000 
있 다 .9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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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學生

<표 5-2>에서 보듯이 나이 한 살 증가는 性經驗을 할 가능성을 1.6배 증 

가시키고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즉 3.4학년의 경우 1.2학년보 

다 4JJ1배나 性經驗을 할 可能性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動勞者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飯酒나 데이트를 시작한 경우 性經驗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宗數를 가진 學生들이 .74배 정도 性經驗

을 렬할 수 있다고 나타나 宗數가 性行態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 心理社會的 變數와 性經驗

1) 動勞者

데이트 상대가 있을 때는 性經驗이 2.66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나타났 

으며， 반대로 性에 대한 節制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動勞者들은 J性經驗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표 5-1 참조). 

2) 大學生

縣覺的 性向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낮은 大學生들에 비해 2.26배 일반적 

인 性經驗을 할 可能性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對話

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性經驗을 약 1.4배 增加시킬 수 있으며， 부모의 지나 

친 期待感 역시 性經驗을 갖게 하는데 寄與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료들의 성에 대한 影響力을 받을 경우 거의 6배나 性經驗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냥고， 性에 대한 節制가 중요하다고 認識하는 대학생들의 

性經驗이 .19배나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술에 대한 期待感 역시 중요해서 期待感이 큰 대학생들은 작은 학생들보 

다 3.53배나 성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專攻에 대 

한 滿足은 性經驗을 억제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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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一般(全體) 性經驗에 관련된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結果
(大學生)

변 'T 8 Odds Ratio p-va1ue 

나미 
한살중가 .47 1.60 .000 

학년 
1， 2학년 .00 1.00 

.000 
3， 4학년 1.40 4.07 

군경험 
미펼 .00 1.00 

.000 
군필 1.67 5.31 

부모의 양육 
<13 .00 1.00 

.016 
능3 .34 1.40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00 1.00 

그렇다 -.29 .75 
.000 

아니다 

수입 
20만원이하 .00 1.00 

.000 
20만원이상 .67 1.95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1.10 3.01 

음주시작연령 
19살이상 .00 1.00 

.010 
19살미만 -.32 .72 

슬소비량 
한병증가/일 .52 1.68 .032 

술의 심리적 영향 
:::;;13 .00 1.00 

.000 
>13 1.26 3.53 

친구의 영향 
:::;;6 .00 1.00 

.000 
>6 1.75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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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변 수 β Odds Ratio p-value 

성삼대벌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드18 .00 1.00 .000 
>18 -1.64 .19 

여자친구，우연히만난여자 
드12 .00 1.00 .000 >12 -1.56 .21 

데이E 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000 
19살 미만 -1.23 .29 

헌째 떼01E 유무 

없 다 .00 1.00 .000 
었 다 .80 2.23 

학업성적 
나쁘다 .00 1.00 

.많3 
좋 다 -.07 .93 

전공만족도 
불만족 .00 1.00 .030 
만 족 -.27 .76 

감각적 성향 
::;;8 .00 1.00 .000 >8 .82 2.26 

종교 
없 다 .00 1.00 .019 
있 다 -.30 .74 

종교성 
르7 .00 1.00 .000 >7 -.6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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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動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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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性經驗을 3배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게 될 경우 5.78배나 性經驗의 可能性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표 5-1 참조). 

2) 大學生

담배는 3.01배 정도 性經驗을 높일 수 있고， 하루 소주 한 병 餘酒量이 

늘어나면 性經驗 可能性은 1.68배 增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조). 

2. 倫짧女性과의 性經驗

가.Á口·社會學的 特性과 性經驗

1) 動勞者

나이 가 한 살 늘어 남에 따라 倫짧女性과의 性經驗은 1.09배 증가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軍像服務經驗은 倫落女性과의 접촉가능성을 2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收入이 높은 動勞者가 윤락여성과의 성교 가능성 

이 높으며， 조기에 데이트나 술을 시작하면 倫落女性과의 성교 가능성이 적 

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3 참조). 

2) 大學生

나이가 한 살 늘어남에 따라 倫짧女性과의 接觸 可能性이 1.62배 증가할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즉 3.4학년이 되면 1.2학년에 비해 倫落女性과의 

접촉 가능성이 3.42배 증가한다. 軍服務經驗은 未經驗者 보다 6.27배나 倫



124 

落女性과의 性經驗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에 술을 마시 

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윤락여성과의 性經驗 가능성을 각각 .65배， .32 

배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宗數는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을 節制하도록 

도와주는데， 宗數가 있는 대학생들은 .73배 정도 빼짧女性과 接觸할 가능성 

이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나. 心理社會的 變數와 性經驗

1) 動勞者

데이트 할 상대가 있으면， 輪짧女性과의 성접촉 가능성이 .75배나 데이트 

상대가 없는 그룹에 비해 減少하며， 輪落女性과의 성경험을 반대하는 態度

는 힌옮짧女性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표 5-3 참조). 

2) 大學生

感覺追求性向이 높으면 윤락여성과의 性接觸 가능성이 2.47배 늘어나고， 

부모와 相互作用이 없을 때 1.43배 정도 接觸이 증가할 可能性을 보여 주었 

다. 반대로 부모의 지나친 期待도 性經驗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同鷹의 영향은 가장 커서 性經驗에 대한 동료의 영향이 있을 

경우 6.66배나 倫露女性과 性經驗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性에 대해 節制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倫落女性 接觸 가능성은 .15 

배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술의 影響力은 여전히 중요하였고， 술에 대한 期待感이 높으면 倫落女性

과의 性經驗 가능성을 2.89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專攻에 대한 

만족은 倫落女性과의 性接觸을 減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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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輪짧女性과의 性經驗에 관련된 이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結果(動勞者)

벼~ 1 ι~ a Odds Ratio p-value 
나Ol(한살증가) .09 1.09 .000 
교육 
중졸이하 .00 1.00 .422 
고 졸 .29 1.33 .194 
전문대졸이상 .48 1.62 

군경험 
미 필 .ω 1.00 .000 
군 필 .f){ 2.00 

거주행태 
부 모 .00 1.00 .353 부모이외 .l3 1.14 

직업만족도 .11 1.12 .265 
수입 

70만원이하 .00 1.00 .000 
70만원이상 .53 1.69 
담배 
봇피운다 .00 1.00 .267 
피운다 .15 1.17 

음주시작연령 
19살이상 .00 1.00 .ffi9 
19살미만 .28 .76 

슐소비람 
한병증가/일 .25 1.29 .274 

섬상대별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된 다 .00 1.00 .006 
안된다 -.38 .68 

매춘부 
된 다 .00 1.00 .003 
절 제 -.43 .65 .000 
안된다 -1.17 .31 

애인， 여자친구 
된 다 .00 1.00 .027 
안된다 -.43 .65 

우연히만난여자 
된 다 .00 1.00 .094 
안된다 -.23 .80 

떼이트 시작나이 

19살 이미상 .00 1.00 .000 
19살 만 -.46 .63 

현쩨 떼이트 유무 
없 다 .00 1.00 .040 
있 다 .2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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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에 관련된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結果
(大學生)

벼~ -거「‘ β Odds Ratio p-value 

나 01 
한살중가 .48 1.없 .000 
학년 

1， 2학년 .00 1.00 .000 
3， 4학년 1.23 3.42 

군경힘 
마 필 .00 1.00 

.000 
군 필 1.84 6.'Z1 

부모의 양육 
<13 .00 1.00 

.018 
~13 .36 1.43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00 1.00 

그렇다 .011 
아니다 

-.35 .70 

수입 
20만원이하 .00 1.00 .000 
20만원이상 .57 1.77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1.05 2.86 

음주시작연령 
19살이상 .00 1.00 

.002 
19살미만 -.43 .65 

슬소비량 
한병증가/일 .54 1.71 .0잃 

술의 심리척 영향 
승13 .00 1.00 .000 >13 1.06 2.89 

친구의 영향 
르6 .00 1.00 .000 >6 1.90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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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벼‘- -}「‘ R Odds Ratio p-value 

성상대벌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18 .00 1.00 .000 >18 -2.02 .13 
매춘부 
~6 .00 1.00 .000 >6 -1.87 .15 

여자친구， 우연히만난여자 
~12 .00 1.00 .000 
>12 -1.54 .22 

데이E 시작나이 

19살 아상 .00 1.00 .000 
19살 미만 -1.15 .32 

현재 데이E 유무 

없 다 .00 1.00 .051 
었 다 .'2:7 .32 

학업성적 

나쁘다 .00 1.00 .902 
좋 다 -.02 .98 

전공만족도 
불만족 .00 1.00 .007 
만 족 -.37 .69 

감각적 성향 
~8 .00 1.00 .000 >8 .91 2.47 

종교 

없 다 .00 1.00 .030 
있 다 -.31 .73 

종교성 
드7 .00 1.00 .010 
>7 -.47 .62 



128 

다. 술·담배와 性經驗

1) 動勞者

담배는 性關係에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술의 섭취는 演落女性과 

의 접촉 가능성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3 참조). 

2) 大學生

大學生들의 경우 담배를 피우는 것은 倫짧女性과의 性接觸 가능성을 2.86 

배 정도 增加시켰으며， 하루 소주 한 병을 더 마시는 것은 倫짧女性과의 性

經驗 가능성을 1.71배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표 5-4 참조). 

3. 女子親舊와의 性經驗

가.Á口·社會學的 特性과 性經驗

1) 動勞者

나이가 한 살 증가함에 따라 또 軍隊를 필했을 때， 女子親舊와의 性經驗

可能性은 각각 1.06배，1.48배 중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收入의 많고 

적음은 여자친구와의 性經驗 가능성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지 않았으며， 조 

기에 술을 배우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93배， .72배 정도 여자친구와의 

性經驗 可能性을 줄여 주었는데 그 效果는 倫落女性과의 性接觸에 비해 작 

게 나타녔다(표 5-5 참조). 

2) 大學生

나이가 한 살 늘어나면 女子親舊와의 姓接觸 가능성도 1.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이 올라가면 (3.4학년이 되면) 또 軍像를 畢하게 되 

면 여자친구와의 성접촉 가능성이 각각 4.44배， 4.08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역시 조기에 술과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88배， .32배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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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의 性接觸 가능성올 낮추어 주었고， 종교를 갖는 것은 .71배 姓經驗 가 

능성을 줄여 주었다(표 5-6 참조). 

나. 心理社會的 變數와 性經驗

1) 動勞者

데이트 활 상대가 있으면 性經驗의 가능성이 2.19배 늘어났고， 性經驗에 

대해 반대하는 態度는 .45배 經驗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참조). 

2) 大學生

感覺的인 性向이 높을 경우 여자친구와의 性 經驗 가능성이 2.06배 증가 

하였고， 부모와의 相효作用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집단 

의 영향을 받을 경우 4.29배 정도 女子親舊와의 性經驗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專攻의 滿足度는 중요하지 않은 變數로 분석되었다(표 5-6 참조). 

다. 술·담배와 性經驗

1) 動勞者

담배는 여자친구와의 性經驗 可能性을 1.81배 정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 (소주)를 하루 한 병 더 마실 때 1.35배 정도 性交 可能性을 

上昇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5 참조). 

2) 大學生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자친구와의 性經驗 可能性을 2.81배 增加시키는것 

으로 나타났고， 하루 소주를 한 병 더 마시면 性經驗 가능성을 1.68배 정도 

上昇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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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女子친구와의 性總驗에 관련된 이 변량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動勞者)

벼‘- T A ‘- 8 Odds Hatio p-value 

나이(한살즘가) .00 1.06 .002 
고육 
중졸이하 .00 1.00 .762 
고졸 -.09 .91 
전문대졸이상 -.30 .74 .366 

군경미험필 
.00 1.00 .006 

궁훨 .39 1.48 
거주행태 
부모 .00 1.00 .112 
부모이외 .21 1.23 

칙업만족도 -.06 .95 .닮6 

수입 
70만원이하 .00 1.00 .137 
70만원이상 .19 1.21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59 1.81 

음주시작연령 
19살미이상 .00 1.00 

.닮4 
19살 만 -.07 .93 

슐소비량 
한병증가/일 .30 1.35 .183 

성상대벌 섬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된다 .00 1.00 .142 
안된다 -.20 .82 

매춘부 

절된다제 .00 1.00 .599 -.07 .93 
안된다 -.47 .63 .떠4 

애된인，다 여자친구 
.00 1.00 

.α)() 
안된다 -.80 .45 

우된연다히만난여자 
.00 1.00 

.αm 
안된다 -.62 .54 

떼이트 시작나이 

19살미 이상 .00 1.00 .011 
19살 만 -.33 .72 

현재 대이트 유무 
없다 .00 1.00 .000 있다 .7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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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女子친구와의 性經驗에 관련된 이변량 로지스틱 며歸分析 
結果

(大學生)

변 ~‘r β Odds Ratio p-value 

나이 
한살증가 .41 1.51 .000 

학년 
1， 2학년 .00 1.00 .000 
3， 4학년 1.49 4.44 

군경험 
미필 .00 1.00 .000 
군펼 1.40 4.08 

부모의 양육 

<13 .00 1.00 .042 
능13 .13 1.13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00 1.00 

그렇다 
-.18 .84 

.224 
아니다 

수입 
20만원이하 .00 1.00 .000 
20만원이상 .58 1.78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1.03 2.81 

음주시작연령 
19살아상 .00 1.00 

.407 
19살미만 -.12 .88 

슬소비량 
한병증가/일 .52 1.68 .053 

술의 심리쩍 영향 
:::;::13 .00 1.00 

.000 >13 .94 2.55 

친구의 영향 
:::;::6 .00 1.00 .000 >6 1.46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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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변 끼 ιi‘- 8 Odds Ratio p-value 

성삼대벌 섬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18 .00 1.00 .000 
>18 -1.32 .'2:7 
매춘부 

::;;6 .00 1.00 
.000 >6 -.63 .53 

여자친구，우연히만난여자 
::;;12 .00 1.00 .000 
>12 -1.59 .20 

데이E 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000 
19살 미만 -1.15 .32 

현째 데이트 유무 
없 다 .00 1.00 

.051 
있 다 .'2:7 1.32 

학업성적 
나쁘다 .00 1.00 .686 
좋 다 .06 1.06 

전공만족도 
불만족 .00 1.00 .273 
만 족 -.16 .85 

감각적 성향 
::;;8 .00 1.00 

.000 >8 .72 2.06 

종교 
없 다 .00 1.00 

.024 
있 다 -.34 .71 

종교성 
::;;7 .00 1.00 .000 >7 -.78 .46 



4.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

가. 人口·社會學的 特性과 性經驗

1) 動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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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한 살 增加함에 따라 우연히 만난 女子(알지 못하는 異性과 일시 

적으로 만나는 경우)와의 性經驗 가능성이 1.06배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냈 

고， 軍服務 여부는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接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分析되었다. 收入이 높은 근로자들은 收入이 낮은 그룹에 비해 1.23 

배 성경험 可能性이 增加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기에 데이트를 시작하고 술 

을 배우는 것은 重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2) 大學生

나이가 한 살 增加할 때마다 1.27배 정도 우연히 만난 여자와 性關係를 

가질 可能性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 때 또 軍餘를 畢

하였을 경우에 각각 2.74배， 1.6배 우연히 만난 女子와 뾰關係를 가질 가능 

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早期에 술을 배우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覆數로 나타났다. 宗敎의 영향력은 중요하ι지 않은 것 

으로 分析되 었다(표 5-8 참조). 

나. 心理社會的 變數와 性經驗

1) 動勞者

데이트 상대가 있을때 1.49배 우연히 만난 女子와 性關係를 가질 可能性

이 증가하며， 우연히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節制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 .68 

배 性經驗 가능성 이 줄어 들었다(표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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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에 판련된 이변량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動勞者)

변 'í'‘" a Odds Ratio p-value 

나이(한삼좀가) .06 1.06 .081 
고육 
중졸이하 .00 1.00 Z71 
고졸 -.55 .58 
전문대졸이상 -.09 .92 .866 

군경험 
미펼 .00 1.00 .870 
군펼 .04 1.04 

거주행태 
부모 .00 1.00 .460 
부모이외 .18 1.20 

직업만족토 .17 1.19 .316 
수입 

70만원이하 .00 1.00 .375 
70만원이상 .21 1.23 
담배 
못피운다 .00 1.00 .254 피운다 .28 1.33 

옴주시작연형 
19살이상 .00 1.00 .180 
19살미만 .31 1.37 

솥소비량 
한병증가/일 .81 2.24 .012 

성상대벌 성행위때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된다 .00 1.00 

.때O 
안된다 -.80 .45 

매춘부 

된절다제 .00 1.00 .298 -.25 .78 
안된다 -.96 .38 .052 

여자친구 
된다 .00 1.00 .110 안된다 .61 .54 

우연히만난여자 
된다 .00 1.00 .093 안된다 -.39 .68 

대이트 시작나이 

19살미 이상 .00 1.00 .368 
19살 만 -.21 .81 

현재 대이트 유무 
없다 .00 1.00 .086 있다 .4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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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學生

感覺的 性向이 높은 경우 3.43배나 우연히 만난 여자와 性關係를 가질 가 

능성이 增加하였고， 父母와의 相互 作用의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 

지만 동료들의 影響力은 중요하여， 동료들로 부터 성경혐의 壓力을 받는 경 

우 6.59배나 우연히 만난 여자와 性關係를 가질 可能性이 커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술에 대한 期待感이 큰 大學生들은 2.52배나 우연히 만난 여자 

와 성경험을 가질 可能性을 높여 주었다. 專攻에 대한 높은 滿足度와 우수 

한 學業成績은 우연히 만난 여자와 성경험을 할 可能性을 각각 .63배， .50배 

낮출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표 5-8 참조). 

다. 술·담배와 性經驗

1) 動勞者

담배는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지 않았고， 하루에 소주를 한 병 더 鍵取할 

때마다 2.24배 정도 우연히 만난 女子와 성경험을 할 可能性이 上昇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2) 大學生

담배는 역시 우연히 만난 女子와 性關係를 가질 가능성을 3.18배 增加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소주를 한 병 더 마실 때마다 1.99배 우연히 

만난 여자와 性關係를 가질 可能性이 늘어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표 5-8 

참조). 



136 

표 5-8.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에 관련된 이변량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大學生)

변 수 β Odds Ratio p-value 

나이 
한살증가 .24 1.27 .000 

학년 
1， 2학년 .00 1.00 

.000 
3， 4학년 1.01 2.74 

군경험 
미훨 .00 1.00 

.059 
군펼 .47 1.60 

부모의 양육 
<13 .00 1'.00 .530 
능 13 -.18 .83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00 1.00 

그렇다 
-.07 .93 

.764 
아니다 

수입 

20만원이하 .00 1.00 
.001 

20만원이상 .82 2.27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1.16 3.18 

음주시작연령 
19살이상 .00 1.00 

.139 
19살미만 .37 1.44 

슬소비량 
한병증가/일 .69 1.99 .092 

슬의 심리척 영향 
~13 .00 1.00 

.αm 
>13 .92 2.52 

친구의 영향 
~6 .00 1.00 

.000 
>6 1.89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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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변 -까r 8 Odds Ratio p-value 

성삼대벌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S;; 18 .00 1.00 .000 >18 -2.35 .10 

매춘부 
승6 .00 1.00 

.αm >6 -2.35 .10 

여자친구，우연히만난여자 
승12 .00 1.00 .000 
>12 -1.94 .14 

떼이E 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164 
19살 미만 -.34 .71 

헌째 떼이를 유무 

없 다 .00 1.00 .004 
었 다 .72 2.05 

학업성쩍 
나쁘다 .00 1.00 .011 
좋 다 -.69 .50 

전공만족도 
불만족 .00 1.00 .062 
만 족 -.47 .63 

감각적 성향 
S;;8 .00 1.00 .000 >8 1.23 3.43 

종교 
없 다 .00 1.00 .442 
었 다 -.20 .82 

종고성 
S;;7 .00 1.00 .261 
>7 -.3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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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性總驗에 대한 多變量 로지스틱 回歸分析

獨立變數와 從屬蠻數間의 相關關係를 이변량 로지스틱 分析을 통하여 살 

펴본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多鐘量 로지스틱 分析

을 시도하였다. 多變量 로지스틱 分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表에 

서는 이변량 로지스틱 分析에서는 중요했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有意度가 

없어진 變數들을 표에서 생략하고 칸단히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多變量 分

析모텔은 다 有意度가 있는 모텔령이므로 따로 P-value를 명시하지 않았다. 

1. 一般(全體) 性經驗

가. 動勞者

<표 5-9>는 一般(全體) 性經驗에 대한 多變量 로지스틱 分析의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한 살 증가함에 따라 性經驗을 할 가능성이 1.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軍險經驗이나 收入 동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早期에 데이트를 시작한 사랍들은 .33배 정도 늦게 데이트를 시 

작한 動勞者틀보다 성경험을 할 可能性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할 상대자가 있을 때에는 1.69배 정도 姓經驗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婚前 성관계에 대해 否定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41배 정도 性經驗 可能性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소주 한 병을 더 섭취하게 되면 性經驗의 可能性이 2.16배나 높아지 

며， 담배를 피우면 2.<E배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增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大學生

大學生들의 일반(전체) 성경험에 대한 多變量 로지스틱 結果는 <表

5-10>에 정리되어 있다. 나이가 한 살 增加함에 따라 1.48배 性經驗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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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이 많아질 때 1.45배 정도 可能性이 

증가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學年이나 軍據經驗 등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는 年觀도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트 시작나이는 여전히 중요해서 早

期에 데이트를 시작한 대학생들은 .46배 性經驗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分析

되었다. 宗敎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感覺的 성향이 높은 大學生은 1.65배 정도 성경험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부모와의 相互作用 역시 중요해서 부모와의 대화와 사랑이 부족한 

경우 1.42배 성경험 可能性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父母의 지나친 

기대는 性經驗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同應의 성에 대한 影響力을 

많이 받는 경우 혹은 데이트 相對가 있는 경우 각각 2.16배， 2.09배 성경험 

가능성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業成績이나 직업의 滿足度는 다변량 로지스틱 分析에서는 중요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며， 술의 期待感이 높으면 1.97배 정도로 성경험을 할 가능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性에 대한 願度와 感覺的 性向은 相關

關係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둘 중 한 변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性에 대한 

態度와 성경험과의 相關關係는 先行짧究에서 많이 다루었으므로 生物學的

인 要素까지 포함한다고 알려진 感覺的 性向을 선택하게 되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2.14배 성경험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술 

의 섭취는 性行態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술과 

感覺的인 性向사이에는 相互作用(int앙action)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감각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술을 마실 경우 1.40배 性經驗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分析되었지만， 性向이 낮은 사랍이 술을 마실 경 

우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追加的인 相互作用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술과 감각적 性向以外에는 相互作用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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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一般(全體) 性經驗에 關聯된 多變量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
(動勞者)

변 수 β Odds Ratio p-value 

나이(한살증가) .20 1.23 .000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72 2.05 

슬소비량 
한병증가/일 .77 2.16 .063 

성삼대벌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된 다 .00 .1.00 

.000 
안된다 -.89 .41 

윤락여성 
된 다 .00 1.00 

.178 
절 제 -.33 .72 

.000 
안된다 -1.19 .31 

여자친구 
된 다 .00 1.00 

.000 
안된다 -.98 .38 

우연히만난여자 
된 다 .00 1.00 

.000 
안된다 -.98 .38 

데이를 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αm 

19살 미만 -1.10 .33 

현채 데이E 유무 

없 다 .00 1.00 
.009 

었 다 .53 1.69 

-2 Log Likelihood=332.264; 자유도=10(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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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일반(전체) 성경험에 관련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 

변 -까「‘ G Odds Ratio p-value 

나미 
한살증가 .39 1.48 .000 

부모의 양육 
<13 .00 1.00 

.0닮 ;;::13 .35 1.42 

수입 

20만원이하 .00 1.00 
.0잃 

20만원이상 .37 1.45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76 2.14 

슬소비량 
한병증가/일 -.76 .47 .160 

슬의 심리적 영향 
~13 .00 1.00 .000 
>13 .68 1.97 

친구의 영향 
승6 .00 1.00 .000 
>6 .77 2.16 

감각적 성향 
~8 .00 1.00 

.018 
>8 .50 1.65 

데이E 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000 
19살 미만 .77 .46 

현채 데이트 유무 
없다 .00 1.00 .000 
있다 .74 2.09 

감각척 성향(9) 

술소비량 1.10 2.99 .100 

-2 Log Likelihood=453.587; 자유도=11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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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움落女性과의 性經驗

가. 動勞者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倫落女性과의 性經驗 可能性은 1.0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軍隊를 마쳤을 경우 1.41배 윤락여성과의 성경험이 增

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표 5-11 참조). 收入이 높은 動勞

者는 낮은 근로자에 비해 1.37배 성경험이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早

期에 데이트를 하는 것은 倫落女性과의 성경험 가능성을 감소<'70배)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早期에 술을 마시는 것은 影響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데이트 상대가 있다는 사실이 *움落女性과의 性經驗 可能性을 .60배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락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否定的인 태도는 

.70배 .37배로 성경험 가능성을 減少시킬 수 있다고 나타났다. 

윤락여성과의 성경험에 있어 담배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술 

의 影寶力도 重要하지 않았다. 

나. 大學生

表 5-12에 보면， 나이가 한 살 증가활 때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은 1.5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學年이나 軍隊經驗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술을 시작한 年敵 역시 중요하지 않았고， 早期에 데이트를 시작하 

는 것은 倫落女性과의 性經驗 가능성을 減少시킬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 

다. 용돈이나 宗敎의 有無 역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感覺的 성향은 1.71배 부모와의 相互作用 혹은 보살펌이 缺z되었을 때는 

1.42배 윤락여성과 성경험을 가질 可能性을 높여주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同價들의 影響을 크게 받을 때 성경험의 가능성은 2.59배 增加하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트 상대가 있다는 사실은 별 影響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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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業成績이나 專攻의 만족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술에 대한 期待感은 

1.78배 *움落女性과의 성경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1.89배 윤락여성과의 性經驗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은 感覺的 性向과 相互作用(interaction)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 

각적 성향이 높은 大學生이 술을 마셨을 경우 1.84배 정도 倫落女性과의 성 

경험 可能性이 增加하지만， 感覺的 性向이 낮은 사람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 

는 성경험에 대한 影響力이 없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表 5-11.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에 관련된 다변량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
(動勞者)

변 -2~「 G Odds Ratio 

나이(한살증가) .04 1.04 

군경험 
미필 .00 1.00 
군펼 .34 1.41 

수입 

70만원이하 .00 1.00 
70만원이상 .32 1.37 

성삼대벌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전체 성상대자 
된다 .00 1.00 
안된다 .32 .75 

융락여성 

된다 .00 1.00 
절제 -.35 .70 
안된다 -.99 .37 

떼미E 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19살 미만 -.36 .70 

현재 데이트 유무 

없다 .00 1.00 
었다 -.52 .60 

-2 Log Likelihood=69.730; 자유도=8(p=.0001) 

p-value 

.088 

.064 

.042 

.049 

.019 

.000 

.01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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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윤락여성파의 성정험과 관련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 

변 수 G Odds Ratio p-value 

나이 
한살증가 .41 1.51 .000 

부모의 양육 

<13 .00 1.00 
.062 

늘 13 .35 1.42 

담배 
못피운다 .00 1.00 

.α)Q 
피운다 .64 . 1.89 

슬소비량 
한병중가/일 -.89 .41 .150 

술의 심리적 영향 
~13 .00 1.00 

.001 
>13 .58 1.78 

친구의 영향 
드6 .00 1.00 

.αm 
>6 .95 2.59 

감각척 성향 
~8 .00 1.00 

.018 
>8 .54 1.71 

데이E 시작나미 

19살 아상 .00 1.00 
.000 

19살 미만 -.70 .50 

감각적 성향<}9) 

* 술소비량 1.50 4.48 .042 

-2 Log Likelihood=374.756; 자유도=9(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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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女子親舊와의 性經驗

가. 動勞者

나이가 한 살 增加함에 따라 여자친구와의 性關係를 가질 가능성이 1.03 

배 增加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軍隊經驗이나 收入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찍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79배나 성관계의 可能性을 줄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早期에 술을 마시는 것은 여자친구와의 性關係에 

있어서는 影響力이 없었다. 

表 5-13 女子親舊와의 性經驗에 관련된 多變量 로지 스틱 며歸分析 結果
(動勞者)

변 ::.‘r 8 Odds Ratio p-value 

나미(한살증가) .03 1.03 .081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2 

피운다 .44 1.56 

성상대별 성행위에 대한 태도 

여자친구 

된 다 .00 1.00 .004 

안된다 -.58 .56 

우연히만난여자 

된 다 .00 1.00 
.002 

안된다 -.43 .65 

데이트 시작나미 

19살 이상 .00 1.00 
.080 

19살 미만 -.24 .79 

흰째 데미트 유무 

없 다 .00 1.00 
.000 

있 다 .63 1.88 

-2 Log Likelihood=82.656; 자유도=6(p=.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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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相對者가 있을 때는 여자친구와의 性關係를 가질 可能性이 약 

1.88배나 증가하지만， 여자친구와의 婚前 성관계에 대해 否定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을 경우 性關係 可能性을 .56배 낮추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자친구와의 성경험 可能性을 1.56배 增加시키는 것 

으로 나왔으나， 술은 影響力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5-13 참조). 

나. 大學生

表 5-14에는 大學生들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分析이 나와있다. 나이가 

한 살 增加할 때 1.36배 정도 여자친구와의 性經驗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용돈의 다·소는 중요한 影響을 주지 못했다. 軍像經驗

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녔고，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3.4학년) 1.93배 

정도 女子親舊와 성경험을 할 可能性이 증가하였다. 술을 早期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조기에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75배 정도 여자친 

구와의 性經驗 가능성을 낮추었다. 宗數의 影響力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感覺的인 성향은 여전히 중요해서 여자친구와의 性關係 가능성을 1.79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父많와의 相互作用이나 부모의 지나친 기대 

감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同鷹들의 영향은 1.74배 데이트 相

對者가 있는 경우 2.25배 여자친구와의 性關係의 可能性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分析되었다. 學業成績이나 專攻의 만족여부는 중요한 變數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담배는 여자친구와의 성경험 가능성을 2.1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술의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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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14. 女子親舊와의 性經驗에 關聯된 多變量 로지 스틱 回歸分析 結果

(大學生)

벼L一 1 ι’::. β Odds Ratio p-value 

나 01 
한살증가 .31 1.36 .000 

학년 
1, 2학년 .00 1.00 

.002 
3， 4학년 .66 1.93 

담배 
못피운다 .00 1.00 

.000 
피운다 .75 2.12 

친구의 영향 
~6 .00 1.00 

.003 
>6 .55 1.74 

감각적 섭함 
승8 .00 1.00 .002 
>8 .58 1.79 

데이E 시작나이 

19살 아상 .00 1.00 
.106 

19살 미만 -.29 .75 

현재 데이 E 유무 
없 다 .00 1.00 

.000 
었 다 .81 2.25 

-2 Log Likelihood=251.080; 자유도=7(p=.OOOl) 

4.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

가. 動勞者

나이가 한 살 增加함에 따라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 가능성이 1.08 

배 정도 增加하지만， 收入이나 軍嚴經驗 퉁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조기에 散酒를 시작했을 경우 1.59배 정도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성경 

험 가능성이 높아지며， 早期에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별 影響力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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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相對者가 있다는 것은 주요한 影響을 주지 못했고，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否定的인 態度를 갖는 것은 성경험의 가능성을 .57 

배 減少시켰다. 

담배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하루에 소주 한 병을 더 마시는 경우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 可能性이 2JJ7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表 5-15 참조). 

表 5-15.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에 관련된 多變量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動勞者)

변 -J「- 8 Odds Ratio p-value 

나이(한살증가) .07 1.08 .021 

술소비량 
한병증가/일 .73 2.07 .026 

태 도(여자친구) 
된다 .00 1.00 

.149 
안된다 -.56 .57 

음주시작나이 
19살 이상 .00 1.00 

.0많 
19살 미만 .47 1.59 

-2 Log Likelihood=14.837; 자유도=4(p=.0051) 

나. 大學生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 1.18배， 용돈을 많이 받는 경우 1.76 

배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 가능성이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5-16 참조). 學年이나 軍緣服務의 影響力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술을 早期

에 시작한 것， 데이트를 조기에 시작한 것， 宗數有無 등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分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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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16.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에 관련된 多變量 로지스틱 回購分析
結果(大學生)

벼‘- 수 β Odds Ratio p-value 

나이 
한살증가 .17 1.18 .008 

수입 
20만원이하 .00 1.00 

.034 
20만원이상 .56 1.76 

담배 
못피운다 .00 1.00 .129 
피운다 .45 1.56 

친구의 영향 
:::;;6 .00 1.00 .000 
>6 1.33 3.77 

감각적 성향 
:::;;8 .00 1.00 .oæ 
>8 .89 2.44 

현재 데이E 유무 

없다 .00 1.00 .064 
었다 .49 1.63 

학업성적 
나쁘다 .00 1.00 .008 
좋다 -.78 .46 

-2 Log Likelihood=90.561; 자유도=7(p=.OOOl) 

感覺的 性向은 2.44배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經驗 가능성을 增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父母와의 相互作用이나 부모의 지나친 期待感 等은 영향 

력이 없었다. 同優들의 성경험에 대한 影響力이 클 때 우연히 만난 여자와 

의 性經驗 가능성이 3.77배나 增加하며， 데이트 상대가 있을 때는 1.63배 높 

아지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學業成績이 優秀할 경우 성경험 가능성이 .46 

배 減少하는 것으로 나왔고， 專攻의 滿足與否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담배는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經驗 가능성을 1.56배 정도 增加시키는 

것으로 나타녔으나， 술은 影響力이 없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第 6 章 要約 및 結論

이 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부분은 結果

의 要約이며， 두번째는 이 결과가 제 1장에서 제시한 昭究 質問에 어떤 대답 

을 해주는가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 부분은 本 昭究結果를 바탕으로 性病과 

性行態의 據防을 위한 政策提案이다. 

第 l 節 要 約

本 짧究는 未婚男性 특히 動勞階層과 이에 對照되는 집단인 大學生의 性

病有病率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성행태의 樣相을 정확히 파악하여 未婚

男子들의 性數育과 生碩保健에 관한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 및 성병감염을 

防止할 수 있는 적절한 擔置를 강구하기 위한 자료를 塵出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本 昭究에서 근로자 집단은 서울시 구로공단의 9개 업체와 서울 주변 부 

천시의 총 11개 業體에서 조사된 未婚男性 動勞者 1，039명의 자료가 분석되 

었으며， 조사대상 大學生의 標本選定은 서울시내 대학에 대하여 3단계의 系

統抽出方法으로 4개 대학을 선정하여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총 1 ，103명의 資

料를 分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應答者의 一般 特性

가. 動勞者의 平均 年觀은 25.3세였고， 大學生의 평균 연령은 22.1세로 

근로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年觀이 높은 사랍이 많았다. 

나. 動勞者의 敎育水準은 76.9%가 고등학교이며， 전문대 이상은 18.4%, 

중학교 이하는 4.7%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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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兵投을 마친 動勞者는 70.8%였으며， 大學生은 42.1%가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라. 應答者들의 最長居住地는 근로자의 경우 大都市와 물·面 地域이 각 

각 42.5%, 42.1%로 비슷했으나， 대학생에 있어서는 대도시가 64.5% 

인데 비해 읍·면 지역은 16%에 불과했다. 현재 居處로는 근로자에 

서 父母兄弟집(본가)이 38.4% 자취가 25.5% 기숙사가 23.1%였으 

며， 大學生에 있어서도 부모형제집(본가)이 제일 많아 52.4%, 자취 

21.6%, 하숙이 11.2%로써 근로자에서는 부모를 떠나 자취 빛 기숙 

사 居住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吸煙率은 動勞者는 73.9%, 대학생은 54.7%였다. 飯酒率은 근로자가 

90.7%, 대학생이 94.4%로 대학생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欲핍頻度 

어l 있어서는 l주일에 3-4회 음주자가 근로자에서 30.8%인데 비해 

대학생은 9.5%에 불과했으며， 平均飯酒量도 근로자가 많은 것으호 

나타났다. 

2. 性에 관한 知識

가. 家族計劃， 性病 등을 포함한 性敎育 이수처로는 근로자에서 학교가 

6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모임， 職場의 순서로 나타났다. 1固5.JJj

相談을 받았다는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대학생에 있어서도 學校

가 가장 높아 66.8%, 그 다음이 모임， 기타의 j[頂으로 나타났으며， 1固

別相談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2%에 지나지 않았다. 근로자의 

24.5%, 대학생의 19.1%는 性敎育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학교를 통해 性敎育을 받은 경우가 많기는 하나 성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을 때와 個別相談을 받았을 때 數育效果가 높 

은 반면， 학교를 통한 敎育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避狂方法에 대한 근로자 및 대학생의 知識程度는 콘돔， 정관수술 등 

남성용 피임방법에 대한 知識이 높았으며， 여성용 피임방법 중이j서 



152 

는 먹는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으며， 大學生들의 知識水準이 

좀 더 높은 편이었다.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情報源으로는 주간지 

나 월간잡지， 책자 퉁 大聚媒體를 통한 知識習得이 많았다. 

다. 性에 대한 一般的 知識은 근로자， 대학생 모두 높은 편이었다. 그러 

나 性病感梁 및 鍵防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性病鍵防方法 중 콘돔에 대해서는 비교 

적 認知率이 높으나， 鍵防效果가 없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랍이 많았다. 性病에 대한 知識源은 신문， 잡지 등의 

印剛媒體가 가장 많았다. 

라. AIDS에 대한 認知奉은 높은 편이나， 感梁經路에 대해서 몇 가지플 

제외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動勞者， 大學生 모두 낮은 수준 

이었다. 

마. 性에 관한 知識要求度는 근로자가 66.8%, 대학생이 64.9%로 2/3 정 

도가 성에 대해 보다 알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근로자의 39.7%, 대 

학생의 33.8%가 性에 관하여 相談을 원하고 있어 未婚男性을 위한 

性數育 프로그램에 대한 要求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으로는 動勞者의 경우 性病 및 AIDS가 

31.6%로 제 일 많았고， 그 다음은 異性交際(24.7%) ， 男女生植器

(21%), 避狂方法(19.7%) ， 性的衝動(18.2%) 順이었다. 대학생에서는 

이성 교제가 제 일 많아 31.2%, 그 다음이 성 병 및 AIDS(25.2%), 피 

임방법 (24.3%) ， 성적충동(23.8%) 순이었다. 

3. 性에 대한 顯度

가. 男子의 婚前 純燦에 대해서 근로자에 비해 대학생 집단이 혼전 순결 

을 약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녔다. 특히 動勞者에서 여 

자측은 婚前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見解가 아주 높아(42.5%) 

여성측에 대해서 純爾意、識을 강하게 要求하는 태도를 가진 반면，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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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에 있어서는 28.7%로 여자의 순결에 대하여 상당히 許容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다. 

나. 大學生 집단은 근로자 集團에 비하여 아는 여자， 결혼상대자와의 婚前

性行屬， 倫落女性과의 성행위에 대해 許容하지 않는 見解가 높았다. 

다. 婚前 維娘에 대한 태도는 動勞者와 대학생간의 態度에 차이뜰 모。 i 

는데， 근로자 집단에서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見解가 높은 반면， 

大學生 집단에서는 養育이 가능한 경우에 出塵한다는 견해가 높았다. 

4. 性行寫 經驗實態

가. 一般(全體) 性經驗

CD 動勞者들의 84.4%가 異性交際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이성교제중 

인 경우도 42.7%로서 이성교제 경험 75%, 現在 交際中 36.7%인 

대학생에 비하여 이성교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性行寫(性交) 經驗率은 근로자에서 78.1%, 대학생은 36.3%로서 근 

로자와 대학생간에 큰 差異를 나타내었다. 性行흉 경험률은 年歸

에 따라 比例的으로 증가하며， 軍像를 마친 대상자가 未畢者애 비 

하여 성행위 經驗率이 높았다. 자취를 하는 대상에서 성행위 경 

험률이 다소 높았고， 吸煙을 많이 할수록， 飯酒量이 많을수록 성경 

험률이 有意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녔다. 

@ 性에 대한 知識과 性病傳梁 및 性病據防에 대한 지식이 높은 집단 

에서 성행위 經驗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婚前의 純燦， 혼전 

異性과의 性行廳， 倫落女性과 性行寫， 婚前維娘에 대한 태도 등에 

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保守的인 사랍에 비하여 보다 許容的인 

집단에서 성행위 經驗率이 有意하게 높았다. 

@ 첫 성교를 할 당시 근로자들이 軟酒를 한 경우는 대학생보다 다소 

많았고， 콘돔사용률은 大學生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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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倫羅女性과의 性經驗

CD 動勞者 1，039명중 649명 (62.8%)， 大學生 1，103명중 291명 (26.4%)이 

윤락여성과 性行흉 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행위 경험 

자 중에서는 動勞者의 80%, 大學生의 72.8%가 윤락여성과 性行寫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휩움落女性 대상(類型)별 성행위 경험 

률은 근로자의 경우 賣春歸가 가장 높고(39.9%) ， 그 다음이 술집여 

자(23.6%) ， 遊興業所 女子(20.1%)였으며， 안마시술소 여자， 다방 송 

업원， 이발소 종업원과의 성경험률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一般 倫落女性이 대부분(16%)을 차 

지하고 있으나， 接觸水準은 근로자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 윤락여성과 첫 性經驗을 갖게 된 動機는 근로자의 경우 친구나 아 

는 사랍이 부추겨서 他意로 갔다는 사랍이 45.1%로 많았고， 딩숲등 

반 타의 반이 39.0%, 그리고 스스로 결정 한 경우는 14.3%이l 불과 

하였고， 同行者로는 근로자의 49.3%, 대 학생의 71.8%가 친구 빛 

先後輩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윤락여성과의 性行德가 동료 친구 

의 影響을 크게 받는 것으로 把握되었다. 

다. 콘돔 使用實態

콘돔 便用水準은 근로자와 대학생이 모두 낮은 水準으로 첫 性經驗時에 

는 각각 15.1%, 22.1%이었다. 動勞者에서 가장 최근의 성행위시 사용률은 

‘23.3%로 콘돔사용률이 처음 性行혔에 비하여는 약간 높으며， 大學生에서노 

성행위 對象者別로 콘돔사용률을 볼 때 첫 性行寫時보다는 최근 성행위시 

콘돔사용이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사용수준은 性行寫 상대자에 따 

라 差別化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婚前 同居實態

應答者들의 異性과 同居經驗은 근로자의 경우 11.3%가 과거에 동거를 경 

험했으며， 1.5%가 현재 동거중인 것으로 全體的으로 12.8%가 동거를 經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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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대학생에서는 2.3%가 同居한 경험이 있으며， 0.4%가 현재 농거를 하 

고 있어 전체적으로 2.6%가 동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同居經驗率

은 年敵이 높을수록 높았고， 부모를 떠나 자취를 하는 경우， 父많가 死亡

및 離婚을 한 경우 높아 부모와 관련된 社會的인 環境에 따라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인다. 

마. 相對女性의 婚前 維娘經驗寶態

調흉對象 미혼남성들이 성행위 相對女性을 維振시킨 경험을 보면 근로자 

들은 16.3%가 경험이 있었고， 大學生 집단에서도 4.0%가 經驗이 있는 것으 

로 나타녔다. 이는 성행위 경험자 중에서는 근로자가 20.8%, 대학생은 

11.0%에 이른다. 이들 임신이 出塵으로 終結된 경우는 근로자에서 13.0%‘ 

대학생에서는 11.4%였다.Mf振 및 出옳經驗率은 부모와 떨어져서 산 경험， 

吸煙者， 飯酒者， 數育水準이 낮은 계층에서 높았고， 특히 동거경험자 중에서 

는 비경험자에 비해 없娘比率이 5배 이상， 出塵比率이 17배 정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5. 性病感梁 經驗實態

가. 성병감염 많往廳을 보면 근로자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1，039명중 178 

명 07.1%)이 性病感梁 경험자로 나타났고， 性交經驗者 811명 중에서 

는 21.9%에 이르는 높은 감염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에 있 

어서는 조사대상 1，103명중 33명 (3.0%)이 性病에 감염된 많往廳을 

갖고 있으며， 性交經驗者 400명 중에서는 8.3%가 성병감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성병감염자가 찾은 첫 治廳處는 근로자의 경우 藥局이 48.9% ， 1청의 

원 및 保健所가 41.6%였으며， 大學生에서는 병의원 및 보건소자 

48.6%, 약국이 33.3%로 약국이용이 높아 性病感梁時 적절한 많門ÉI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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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험한 自家治廳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 性病感梁源、은 근로자의 경우 윤락여성 및 콜걸이 46.1%, 술집 및 다 

방종업원이 26.4%를 차지하고 있고， 친구， 애인의 경우도 10.7%에 

이르고 있다. 大學生에서는 演落女性 및 콜걸이 69.7%, 친구， 애인 

은 3%였다. 

라. 性病에 걸릴 당시의 콘돔사용 實態를 보면 근로자에서 84.8%, 大學

生에서는 87.9%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병감염 당시 대부분 

飯酒를 하였고 특히 읍주를 한 집단에서 콘돔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性行혔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로지스틱 回歸分析結果)

가. 一般(全體) 性行찮 대상과의 性經驗

動勞者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데이트할 相對가 있는 경우，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性經驗을 가질 確率이 높은 반면， 早期에 데이트를 시작한 경우， 

純灌意講이 강한 경우에는 性經驗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

學生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부모의 統制와 관여가 적을 

수록， 친구의 성에 대한 課盛이 많을수록 性經驗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應答者가 感覺的인 성향이 높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性經驗

이 增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輪짧女性과의 性經驗

動勞者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또 收入이 높은 경우에 性經驗의 가능성 

이 높아지며， 軍顧經驗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學

生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윤락여성과의 性經驗을 가질 可能性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성행태의 分析에서와 같이 용돈이 숭요한 



요양 및 결론 157 

요소는 아니었다. 父母와의 대화와 사랑， 부모의 통제 缺걷은 윤락여성과 

의 性經驗 가능성을 增加시켰으며， 친구들의 影響力 역시 상당히 숭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感覺的인 性向과 吸煙은 윤락여성과의 性經驗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의 경우 感覺的 성향과의 相互

作用이 있었는데， 감각적 성향이 높고 飯酒를 할 경우 약 두 배 가까이 性

經驗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여자친구와의 性經驗

動勞者에서는 年觀이 높을수록 여자 친구와의 性經驗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軍像經驗이나 수입의 影響力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데이트할 상대가 있으면 성경험을 할 可能性이 증가하고 이와는 반대 

로 早期에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性經驗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와의 結婚前 성행위에 대하여 否定的인 태도는 성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吸煙도 중요한 影響力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學年이 높아질수록 여자 친구와 性經驗을 

할 可能性이 높아지며 感覺的 性向과 답배는 여자 친구와의 성경험 가능 

성을 높여 주었고， 早期에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그러한 可能性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라.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性經驗

動勞者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行態는 증가할 가 

능성이 높아지며， 軍服務 경험은 별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홉~r웹와 

早期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經驗을 가질 가 

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前 성관계에 대해 否定的인 경우 

性經驗을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全般的으로 우연히 만난 

女子와의 성행태는 倫落女性보다는 여자 친구와의 성행태 說明變數들과 類

似하였다. 대학생에서는 역시 나이가 성경험을 增加시켰으며， 다릎 성행 

태와는 달리 용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性行態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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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感覺的 性向과 친구의 影響， 데이트 상대가 있는 

것이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性經驗을 높이는 데 중요한 投홈u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學業成就度가 높은 경우에는 우연히 만난 女子와 性接觸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第 2 節 論 議

h좌究結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음 장의 政策代案과 직접 연판뇌어 

있는 매우 重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分析된 결과에 대하 

여 논의를 展開하고자 한다. 

1. 性敎育 現況 및 敎育의 效果

未婚動勞男性과 대학생들의 性數育 이수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성교육이 

성에 대한 知識 및 성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들 대상에 

대한 性敎育 方向設定과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開發하는데 중요한 자 

료가될수있다. 

應答者들이 家族計劃 및 性病 등을 포함한 性敎育을 받은 곳은 학교， 모 

임， 직장 등으로 動勞者， 大學生 모두 학교에서 性敎育을 받은 경험이 많았 

다. 그러나 성교육의 效果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와 個別相談을 받 

았을 때 높았고， 學校數育은 별 효과를 거두지 옷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웹 

別的인 교육이 效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 연구(김한경 

외， 1991)에서 학교 性敎育은 그 필요성에 대한 학교측(교사)의 認識不足과 

敎育內容 자체에 결함이 있어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必需B성으휴 

갖추어야 하는 性知識 수준을 전달하는데 食꿇하고 企業體 역시 경영자즉 

의 認識不足으로 인해 근로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有名無實

한 企業體가 많다는 結果와도 부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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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成長過程에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普遍的인 기회는 學校歡育

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性數育이 필요하며， 또한 일찍이 학교 

를 마치고 좁少年期를 직장에서 보내는 動勞者를 위해서는 職場에서의 性

數育 彈化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性에 대한 知識

性에 대한 일반 常識的인 知識水準은 근로자， 대학생 모두 높은 편이나， 

性病 및 AIDS 感梁經路 및 鍵防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敎育과 弘報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대학생들이 性(避狂方法， 性病， AIDS)에 대한 知識을 습득히-는 

주요 媒體가 잡지， 책자， 라디오， TV, 친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職場이 

나 學校， 保健醫魔Á， 부모 등에 대해서는 반웅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성에 

대한 지식을 직장이나 學校敎育을 통해서 습득한다기보다는 大짧媒體와 親

舊와의 대화에 의하여 습득하고 있었는데 친구들로부터 얻는 知識이 정확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많은 잡지가 衝動的이고 短篇的이며 오도된 

性數育 내용을 다루고 있어 올바른 情報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는데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性에 대한 知識要求度는 비교적 높아 動勞者와 大學生의 2/3 정도가 성 

에 대해 보다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대학생의 1/3 정도가 성에 

관하여 相談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性數育 內容은 성병과 AIDS가 優先的으로 꼽혔으며， 大

學生들은 異性交際였던 것은 그들의 성행위 대상으로 볼 때 動勞者는 수보 

、倫落女性이며， 대학생은 여자친구·애인이며， 또한 性經驗率의 큰 차이로 인 

해 그들의 당면 性問題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動勞者에서는 그들이 性的衝動이나 욕구를 解消하기 위한 대상으로 

윤락여성 등 성병감염의 危險性이 많은 여성과의 性接觸이 용이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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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는 점과 최근 AIDS 문제가 深刻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는 점에서 춤少年 및 未婚 춤ft:I:年에 대한 性數育의 랩化는 시급한 당면과 

제로 볼 수 있다. 

3. 性에 대한 態度

婚前純顯에 대해 근로자와 대학생의 態度에 차이가 나타나 여성에게 기 

대하는 純灌意識이 社會階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 

계층이 높아지면서 여자에 대한 性規範과 남자에 대한 성규법의 차이를 크 

게 두지 않고 平等한 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다. 

大學生 집단은 여자친구와의 性行廳에 대해서 動勞者 집단에 비하여 許

容程度가 낮았으며， 특히 윤락여성과의 性行혔에 대해서는 근로자 집단에 

비해 좀 더 保守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라는 現 身分과 年

觀的으로 結婚適觀期에 미달되어 있고， 또한 부모의 관여가 보다 크기 때문 

이 아닌가 思料된다. 

AIDS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同性戀愛와 男女混宿

에 대한 見解는 근로자， 대학생 모두 否定的인 태도를 갖고 있어 이들의 대 

다수는 그러한 행위를 許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性行德 經驗實態

성행위를 經驗한 비율은 근로자가 78.1%, 대학생은 36.3%로 대학생보다 

근로자의 性交經驗者가 월등하게 많다. 이는 근로자와 대학생간에 年觀構

造의 차이， 社會A의 身分과 學生身分의 차이， 社會經濟的 特性의 차이， 그 

리고 성에 대한 觀念의 차이 즉 근로자가 대학생보다 性觀念이 희박한 데 

서 緣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動勞者， 大學生 모두 年觀增加에 따라 성경험률은 比例的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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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結婚適觀期에 이른 미혼자에서 당연한 現象이라고 볼 수 있으 

며， 軍像를 마친 경우 자취를 하는 대상에서 性經驗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은 친구들의 影響과 부모의 統制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관 

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흡연을 많이할수록 敢酒量이 많을수록 性

經驗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술과 담배가 性衝動을 유발하는 것이거나， 술 

담배 자체를 즐기는 사랍들이 성적으로 보다 許容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사료된다. 

性病傳梁 및 性病據防에 대한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성경험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社會文化的 배경에서 성에 대한 지식 

이 매우 非公開的으로 얻어져서 대부분 잡지 등 大聚媒體를 통하여 不確實

한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性知識은 성경험을 가진 후에야 

知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대 社會心理學의 이론에서도 知識의 

習得은 行動과 拉行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혼남성들의 성행위시 콘돔사용은 성병 및 AIDS 據防과 姬娘防止를 위 

하여 必需的이라고 할 수 있다. 웅답자들의 성행위시 콘돔사용률은 근로자 

15%, 대학생이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性相對者의 類型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성병 및 AIDS 感梁의 危險을 의식한 탓인지 倫落女性과 

의 성행위시에는 콘돔사용률이 약간 높아 근로자에서 24%, 대학생에서는 

36%에 이르고 있다. 미혼남성들은 性行흉對象으로서 윤락여성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敏案할 때 이들을 성병이나 AIDS 감염의 위험 

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는 콘돔사용에 대한 積極的인 弘報數育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윤락여성에 대한 性病 및 AIDS 관리가 보 

다 內實化되어 야 함을 示浚하는 결과라 하겠다. 

婚前의 性行德는 대부분 理性的이고 計劃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衝動에 의해 購間的이고 無計劃的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避狂方法

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피임도구의 購入이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미흔남녀 

의 性關係에서는 원치 않는 姬娘의 可能性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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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짧究結果 성행위 경험자 중에서 상대여성에게 &표娘시킨 經驗은 근로 

자에서 20.8%, 대학생은 11.0%였으며， 이는 姬娘經驗者 중에서 근로자의 경 

우 13%, 대학생 집단에서는 1 1.0%가 出塵을 경험하고 있어 結婚前 임신의 

결과가 대부분 人工姬娘中總로 처리되고， 일부는 未婚母 발생을 招來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未婚女性 당사자의 개인적인 문 

제와 健康上의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것 

으로 보인다. 

5. 性病感梁 經驗實態

本 짧究結果 미혼 남성들의 성행태는 婚前 性行德 경험이 普遍化되어 있 

고 성행위 대상에서 性病感榮 위험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倫落女性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병감염의 危險이 상당히 內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性行흉 대상에서 여자친 

구와 윤락여성이 同一한 比重을 보인 결과를 볼 때 婚前 男性들이 윤락여 

성으로부터 얻은 性病을 여자친구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번 조사결과 未婚 남성근로자는 1，103명중 성 병 감염 경 험자는 178명 

(17.1%)이었고， 性交經驗者 811명 중에서는 21.9%에 이르는 높은 感횟廳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성병에 感梁된 比率도 근로자에서 37.1%로 대학생에 비하 

여 월등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혼 남성근로자들의 年觀이 비교 

적 많아 性的欲求가 강하며， 經濟的으로 自立狀態에 있어 性行廳에 대한 어 

떤 제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環境과 聯關된 것으 

로보인다. 

性病感梁者가 찾은 첫 치료처로는 근로자의 경우 藥局이 48.9%, 대학생 

에서는 약국이 33.3%로 성병감염자중 많은 사랍이 一次的으로 醫師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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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치료없이 賣藥에 의한 自家治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治廳寶態는 내성균의 출현과 완치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 성병치 

료에 큰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미혼남성들에 대한 姓敎育에 있어서 성병예방과 치료 

그리고 성병전파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具體的으로 포함되어 실시될 필요 

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性病管理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感梁源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병감염 당시의 감염원으로 생각되는 相對女性

은 윤락여성 및 콜걸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1990년 임 등의 조사결과와 비 

슷하였다. 

政府에서는 성병감염 高危險集團의 성병관리를 위해 관할 保健所에서는 

이들을 登錄시켜 集中管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성병 管理體系上

에 문제가 있는 점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성병 및 AIDS의 직접적인 鍵防方法은 콘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병감 

염 당시의 콘돔사용률을 보면 動勞者에서 84.8%, 大學生에서 87.9%가 콘돔 

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서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도 7.3%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婚前 性接觸이 성병감염이나 상대여 

성의 姬娘 가능성에 대해 無防備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 

며， 이로 인해 파생된 社會的， 倫理的 분제와 이들의 性病 및 AIDS 치-원에 

서 生꺼흩保健뼈II面의 위협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性行寫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가. 陽究結果 특기할만한 부분은 술과 성경험과의 관계이다. 二變量 로 

지스틱 分析에서 술은 전체 성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多

變量 分析에서는 술과 感覺的 性向과의 相互作用Cinteraction)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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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나타나서 이러한 상호관계를 고려한 分析이 시도되었다. 感

覺的 性向이 높은 사랍이 술을 마셨을 경우 1.4배 정도 성경혐의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러한 性向이 낮은 사랍의 경 

우에는 술의 섭취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술의 섭취가 感覺的 성향이 높은 사랍의 경우 중요한 觸媒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술의 섭취는 술이 성관 

계에 대한 期待 心理를 유발시켜 性關係를 가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보인다. 

나. 動勞者에서 윤락여성과의 성경험은 軍險 經驗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여성과의 性關係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軍像 周邊의 윤락여성파 성관계를‘ 가질 可能性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내에서 同燈의 壓力에 의하 

여 윤락여성을 찾는 기회가 提供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여겨진다. 

데이트 상대가 있을 경우 윤락여성과의 性經驗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여성과 윤락여성칸의 성에 있어서 代替 可能性

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動勞者에서 담배와 술이 윤락여성과의 성행태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근로자들 사이에 倫落女性과의 性經驗이 一般化되 

어 있어 向精神性 물질인 술이나 담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 

로볼수있다. 

다. 大學生의 경우에는 데이트 상대가 있느냐 여부가 윤락여성과의 性經

驗에 주는 影響力이 미약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의 경우 윤락여성이 

일반 여성을 대체하는 投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자 친구나 애인과의 

性經驗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倫落女性과의 性經驗與否에 상관없 

이 機會가 주어진다면 일반여성과의 성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한 間接的인 證據로는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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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대학생에서는 윤락여성과의 성경험시 술의 효과(藥物的 

效果)와 술에 대한 期待感(心理的 效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들수 있다. 

라. 年觀이 높을수록 여자 친구와의 性經驗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근로자에서는 軍隊經驗이나 收入의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녔다. 이는 군대경험이 윤락여성과의 性行寫에 중요한 影

響을 주고 있는 앞의 結果와 비교활 때 有意할 점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軍服務 동안 윤락여성과의 성경험은 가질 수 있 

어도 여자친구와의 성경험을 하는 機會는 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大學生에서는 여자친구와의 성 

관계에서 술의 影響力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경우 

윤락여성과의 性經驗에 술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대학생들은 

여자친구와의 性行짧를 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다 普遍的인 성행 

태라고 해석되어진다. 

마. 動勞者들의 성경험과 성병경험률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은 근로자들 

의 成長過程에서 성경험에 대한 數育과 統制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性經驗이 주로 성병을 쉽게 感梁시킬 수 있는 

위험집단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有意해야 할 것이다. 

바. 젊은이들의 性欲求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變數는 여러가지가 있겠으 

나 크게 본인의 타고난 性向과 事物파 狀況에 대한 認識能力， 成長

過程에서 받는 여러가지 社會的 影響力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자들 

의 타고난 성향이 더 딩由흉放한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려우나， 근 

로자들의 경우 性經驗에 대하여 부모의 影響力이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對話와 사랑 등 부모와의 相互作用이 성경험 

에 影響을 주었던 대학생들의 경우와 對照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 스스로가 성에 대한 規範이나 知識의 不足으로 인하 

여 確固한 指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經濟 事情 등 여러가지 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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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여건으로 인하여 子息들과 對話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前者의 경우에는 性敎育의 대상에 

자녀들 뿐만 아니라 父母도 包含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의 영향 

력은 性數育은 물론 친구의 選擇파 學業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녀의 成長過程 전반에 걸쳐 올바른 지도와 적절한 관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녀 養育에 대한 數育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後者

의 경우에는 國家나 地方自治 단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福社政策이 

강화되어 부모와의 만남의 시간을 좀 더 意味있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적절한 性數育이 없이 成長한 근로 훔少年들이 군복무 시절에 동 

료나 고참으로부터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無分別하게 배우 

거나 혹은 군복무와는 상관없이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集團的으로 、倫

짧女性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아.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父母의 性經驗에 대한 影響力은 윤락여성과 

의 성경험에 국한되고 있어 *옮落女性이 아닌 여성과의 婚前 性經驗

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許容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전 성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姬娘 등 여러가지 副作

用을 낳을 소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高

等學校 시절까지는 부모의 藍督과 指훨가 철저하지만 대학에 들어 

간 후에는 거의 모든 것을 自律에 맡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업에 

관심이 없는 집단은 昭究結果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연히 만난 여자 

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亂雜한 性行態를 가질 可能性이 있는 반면， 

學짧生活에 적웅해 나가는 그룹은 學年이 올라갈수록 여자친구를 

사귀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先輩와 同應를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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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政策建議

본 절에서는 미혼남성의 健全한 성행태를 課導하기 위한 社會的인 介入

方案 내지 支援對策에 관하여 1차적인 예방을 위한 性數育次元과 성병의 

感梁鍵防을 위한 早期 該斷 및 성병의 적절한 치료차원으로 나누어 政策推

進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婚前 性行態 改善策

가. 性敎育의 彈化

1) 學校 및 職場에서의 體系的인 性數育 實施

지금까지의 학교 및 직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은 극히 短篇的이고 

一時的이면서도 학교교육의 일부분으로 定立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대학생틀의 성지식 習得媒體가 대부분 대풍매 

체나 친구로서 不표確한 성지식 습득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副作用을 배재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基本的인 性數育의 필 

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성에 관련된 지식을 근로자와 대학생들의 細對

多數가 요구하고 있고 性相談에 대한 요구도도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 미혼 청·장년들에게 올바른 性知識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학 

교 및 직장에서의 體系的이고 具體的인 성교육이 保健敎育次元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性敎育 도입을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즉 一定規模 이상의 미흔 

근로자를 屬健하는 모든 事業體와 중·고등학교， 대학에서는 일정시간의 정 

기적 성교육을 보건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이행을 議務化시키고， 숭앙관 

련 기관에서는 專門的인 교육프로그램 및 敎育資料와 敎育技術의 개발보듭， 

일선 기업체 및 학교의 敎育擔當者에 대한 訓練을 담당하도록 성교육 체제 

를 整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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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的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 

육훈련은 그동안 청소년의 성교육프로그램 및 數育資料의 開發과 청소년 

性敎育， 성상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 大韓家族計劃協會에 위임하여 운영 

토록 하고 학교교육은 협회가 교육부 및 관련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지고 춤少年 性敎育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學校에서의 性歡育 實施를 위한 養護數師 活用方案

學校保健法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 양호교사의 職務 중에는 교 

사의 保健數育에 관한 協助와 필요시의 보건교육을 擔當하도록 되어 있으 

나， 이들은 성 및 보건교육을 위해 專門的으로 養成되지 않았기 때분에 보 

건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養護數師에게 일정기간 동안 성 및 보건교육에 관한 昭修

敎育을 시킨 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軍部像에서 服務中인 土兵들에 대한 性敎育의 實施

性的欲求가 랩한 시기에 행동의 制約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은 

그들의 성적욕구 解消對象이 주로 주변의 윤락여성이라고 볼 수 있어 성병 

및 AIDS 감염위험에 露出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윤락여성과의 性交經驗率이 군복무를 마친 자가 軍未畢者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성병감염 경험률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를 證明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放置되어온 군인들의 성교육에 대하여 再考가 있어야 하겠다. 군 

인들에 대한 성 및 성병예방 敎育方法으로는 이들이 성병과 AIDS에 대해서 

손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冊子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과 성교육 專門

要員을 투입하여 敎育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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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婚前 좁뾰年에 대한 持續的인 性數育과 避狂數育의 實施

본 연구에서 미혼남성들의 性經驗 대상은 매우 多樣한 편이며， 성교시 避

狂使用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들이 性病 및 AIDS 感짧에 露出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신의 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結婚前 임신은 

그 대부분이 A工姐娘中細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는 出塵으로 인한 미흔 

모 발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生植保健上의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뿜少年 및 婚前 좁꺼t 

年 남성들에게 콘돔사용에 관한 弘報와 햄慶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야 하며， 이들 집단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價植體系의 전환을 위한 다 

각적인 社會數育機會를 통한 性敎育의 彈化가 요청된다. 

5) 民間機關을 활용한 성교육의 효율화와 성교육 방법상의 技術的인 

接近필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性的짧望의 절제는 부모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부모가 數育을 할 能力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자녀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데 實質的으로 性倫理에 

대해서는 保健當局의 관여는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民間團體나 宗敎機

關 등 사회교육을 맡을 수 있는 단체가 性的인 倫理를 확립하는데 관여하 

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윤리적인 측면은 民間團體 등의 활용과 

社會數育機會를 통하여 성윤리를 강화하며 實質的이고 醫學的인 면은 보건 

전운가가 맡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性倫理 측면에 있어 民間團體나 종교 

기관이 중요한 것은 根本的으로 흉病感梁의 위협만으로는 성행태를 절제시 

키는데 限界가 있고 청소년의 社會文化속에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 

교육을 하면 婚前 성행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性짧이 왕성한 十代로서 성교육을 받지 못한 階層에서는 維振과 性病의 발 

생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外國의 報告는 성교육에 있어서 倫理

的인 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當穩性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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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의 성교육이 청소년 自身들의 성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兩者에 대한 교육이 성교육의 효과를 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지기 때문이다. 부모의 性敎育은 자녀와의 對話와 統制， 친구의 選擇， 성행 

태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러한 影響力을 받을 경우 자녀들이 成長

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健全한 性行짧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다른 

친구들에게 성에 대한 節制를 하도록 影響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性數育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실시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랍들에게 문 

제의 深刻性과 도움을 줄 수 있는 相談電話(hot line) 등을 쉽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행태에 있어서도 直接的인 만남과 

대화의 影響力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에서 름及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個別的인 성교육과 병행이 될 때 보다 큰 成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性敎育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效果的인 성교육 對A技術을 

開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心理學者， 춤少年 專門家의 共同參與하에 세심한 

교육내용과 전달방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나. 좁少年의 餘酒를 柳制하기 위한 社會的 規制

술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대로 性行態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性數育이 잘 되어 있고， 또 친구들의 대부 

분이 節制力이 있다고 해도 술은 心理的으로 성에 대한 절제를 弱하게 하며 

一定量 이상을 마셨을 경우 藥物效果로 인하여 理性的인 思考能力을 마비시 

켜 버린다. 따라서 성에 대하여 왜]壓당했던 사람일수록 술이 주는 解禁의 

효과는 커서 本能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 可能性이 많아질 수 있다. 청소년 

의 술소비를 柳制 혹은 減少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租規政策

주류산업은 農塵物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농산물수급 政策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酒租法에 의한 免許事業으로서 조세원으로서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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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기 때문에 원료조달 및 生塵， 股賣價格 決定， 流通의 전과정에 걸쳐 

정부의 주류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0년말 개정주 

세법은 고가주인 위스키와 청주 등의 주세율 인하와 대중주인 소주의 다양 

한 제법 허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規率調整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소주와 양주의 소비량을 늘리는데 기여하였고 맥주는 조정 이후 純化되었 

지만 1994년에 들어와 다시 增加趣勢를 보이고 있어서 國民健康次元에서 

음주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짧率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再調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술의 購入 柳制를 위 한 法律 規程(availability and licensing laws) 

特定條件下에서만 술을 구입하거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法律 規程으로 

영국의 경우 1914년에 술의 願賣許可制를 실시하였는데 다음 해에 급격한 

소비량 減少를 보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핀란드의 경우에는 1969년 술 

에 대한 許可와 統制를 풀어주는 법을 통과시킨 결과 술을 파는 商店의 증 

가， 술을 파는 레스토랑의 증가， 술을 판매하는 시간의 연장， 술을 살 수 

있는 年觀制限이 낮아지고 술을 파는 차페와 상점이 새로 개점되어 이 정 

책의 결과로 술 소비량은 47%나 증가하였다(WHO， 1990). 미국에서도 일 

부지역에서는 수퍼에서 酒類飯賣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酒類塵業은 

生塵에 있어서 許可制이나 최근 주류도매면허와 주류시장개방， 회석식 소주 

의 製造免許 개방 등의 改編으로 술의 생산과 飯賣가 뾰進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나 혹은 여성전용 술집도 

등장하여 춤少年들과 女性들의 술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술의 消費에 있어 

법적인 통제의 중요성은 1993년 酒類市場이 營業時間 制限， 飯酒運轉 벌휩束 

等으로 인해 부진했었던 점을 볼 때 쉽게 認識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술 

판매의 許可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하며 특히 食堂이나 수퍼 등 居住地

地域의 §反賣許可基準을 강화하여 청소년과 여성들이 早期에 술을 접촉하지 

않도록 散酒制限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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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의 廣告 規制

술을 생산하는 企業들이 광고에 투입되는 財源、을 볼 때 실제적인 광고의 

효파는 크다고 보여진다. 술의 新商品 개발과 광고， 소비는 하나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현재 주류회사에서는 TV광고와 新聞에서의 廣

告를 통하여 勞動生塵性과 可能性이 무한한 젊은 세대에게 음주를 하는 것 

이 사회적인 위치를 높이거나 혹은 당연히 배워야 할 行動(Social

Modeling)인 것처럽 誤導하고 있고， 반면 술이 미치는 癡， 心購病， 간질환， 

交通事故， 精神횡愚， 家處暴力， 저체중 新生兒 等 삶의 전반에 걸친 악영향 

을 감추는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은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음주 

제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1988년부터 주(State) 

에 따라 술병포장의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참고로 할수 있을 

것이다. 1994년 현재 제시된 시안에서도 주류판매용 용기에 過多한 敢酒가 

健康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警告文句를 표시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이 부분이 立法化되고， 청소년 음주의 

절제에 대한 社會的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戰略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4) 기타 줌少年 散酒節制를 위한 對策

실제적인 면에 있어 廣告， 價格， 라이센스에 대한 複合的 統制와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健康敎育이 또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공급에 대한 

통제보다 效果的인 政策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公共場所나 운동장， 패스 

트 푸드 및 커피 판매점에서의 주류판매금지조치와 禁酒캠페인을 위한 소 

비자 및 民間團體의 活動支援策 등이 講究되어야 한다. 

다. 좁少年의 吸煙規制를 위한 國民健康增進法 制定 時急

본 연구결과 吸煙은 미혼남성들의 性經驗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흡연은 건강에 대하여 가장 크 

고 심각한 影響을 미치는 危險要因으로 알려져 先進國들에서는 국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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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종합적인 禁煙對策으로 吸煙規制를 위한 강력한 立法錯置와 함 

께 정부차원의 금연을 위한 凡國民 運動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禁止하고 담배자판기를 없애는 내용 

이 포함된 國民健康增進法案을 1994년 8월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청소년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한 當面課題가 

되고 있다. 

라. 倫짧需要의 減少를 위한 社會的 施策必要

婚前 성행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나 대학생과 같은 需要者들 

뿐만 아니라 성의 상대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한 政策 역시 중요하다. 실 

질적인 면에서 婚前 성행태를 건전하게 課導하기 위해서는 성상대자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數育이나 술의 뼈]制政策 또한 現寶的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나 술의 억제를 통한 性의 柳制는 성이 生

物學的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으며， 成年이 되면 이러 

한 性的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賣春이 퇴조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다른 취업 기회들이 제공됨으로써 매춘에 대한 女子의 供給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中塵層이 건전한 結婚觀으로 이동함에 따라 매춘 

의 需要가 下層階級쪽으로 이동하였기 때운이다. 

사회정책적으로 早期 결혼을 장려하고 기혼자들의 婚外情事를 엄격하게 

처벌하여서， 기혼 남성들이 미혼 여성이나 專門化된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데 대한 心理的·經濟的 負擔을 증가시켜 건전한 性文化 風土를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처방은 經濟的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여 

자를 만나거나 결혼이 어려운 주로 사회의 下部階層에 속할 수 있는 그룹 

에게 직장과 주택에 優先權을 주고 職業數育을 시켜서 結婚이 가능하도독 

社會的價f直를 상숭시켜 주는 일이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上部階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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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들에게는 結婚前이나 결혼 후 여러 여자와 性行짧를 갖는 것올 억 

제하게 하고， 하부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을 量的으로 확보시켜 주고 하부계 

층에 속하는 남성의 가치를 올려 줌으로서 實質的으로 결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政策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같은 매춘을 윤락여성으로 제한하고 일반여성을 보호 

하는 주의에서 미국과 같은 性開放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미국의 정책은 상당한 副作用을 낳고 있고 또 윤락여성에 대한 需要를 창 

출시키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性이 점점 開放化되고 있는 현실 

에서 그 개방은 상층부에 있어서는 早期 結婚으로 이어지도록 社會的 분위 

기를 조성하고， 하부계층에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는 社會的 地位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책과 함께 未婚女性들의 결혼에 대한 認識을 전 

환할 수 있는 社會 數育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2. 性病管理對策

가. 性病早期檢談

1) 未婚男性에 대한 性病檢該의 彈化

본 연구의 중요한 결파를 두가지로 나타낸다면 動勞者에서 뿔만 아니라 

대학생 집단에서도 婚前 성경험은 普遍化되어 있다는 사실과 性相對者에서 

윤락여성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가지 사실에 비추어 미흔근로남성과 대학생에 대한 定期檢該에서 

성병검진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사회에서 職場이나 학 

교 정기검진의 間隔이 2년 이상이 되고， 검진자체가 근로자나 대학생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定期檢該 이외에도 이들의 성병감염 

에 대한 特別檢該 프로그램이 導入되어 성병의 적절한 치료를 圖課하고 성 

병의 전파를 막아야 하며， 특히 AIDS 감염의 차단을 위한 對策으로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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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 양상에서 상당한 危險可能性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미혼남성들에 대 

한 성병검진 대책이 彈化되어야 한다. 

2) 性病檢該서비스의 利用可能性 提홈施策 

본 연구에서 성병에 감염된 것을 確認한 곳이 병의원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으며， 실제 치료도 藥局에서 自覺뾰狀 출현 후 自家治癡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나 대학생들이 위험한 性行혔에 노출된 

후 適期에 성병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保健所

나 성병진료센터의 성병검진 프로그램이 보다 잘 알려질 수 있도록 事業體

나 학교에 대한 弘報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자들에게 傳達되어야 하 

겠으며， 政府次元에서 工團이나 대학 근처에 성병진료기관을 좀 더 확대 지 

정하여 보다 쉽고， 早期에 성병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 性病 및 AIDS管理體系의 改善

傳榮病 鍵防法(제8조 제2항)， AIDS예방법에 의하여 성병 및 AIDS감염 

危險集團의 관리를 위해 성병전답진료기관에서는 이들을 登錄시켜 集中管

理(정기검진.치료)를 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명시에 

도 불구하고 특수업태부(賣春歸)를 제외한 기타윤락행위집단에 대해서는 성 

병관리가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아 性病 및 AIDS 鍵防에 대비한 登鍵

管理 및 진료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 및 대학생들의 2/3이상이 이들 집단으로부터 성병이 감염되었다 

는 점을 動案할 때 性病感業危險集團에 대한 관리를 더 한층 彈化시켜야 

하겠으며 특히 대학생들이나 근로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퇴폐영업소에 

대한 團束을 강화하여 윤락행위를 根總시켜야 한다(公짧衛生法 제12조 2 

항). 또한 倫落行짧等防止法(1994년 8월 입법예고) 개정에 따라 윤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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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과 他人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자에 대하여는 加重處뽑을 받는다는 것을 정부 保健組織網을 통하여 강력 

하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교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간의 健康을 보호하는데 最善策이라는 것을 兩者 모두 

에게 주지시키고， 윤락행위 당사자들이 상대 남성에게 콘돔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零圍氣를 조성하며， 自發的인 콘돔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弘報對策

等이 具體的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AIDS 據防을 위 한 敎育 弘報 彈化

근로자， 대학생 모두 성병 및 AIDS 感梁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나 

감염경로 및 예방에 대한 知識水準은 낮았다. 한편 이들이 원하는 性敎育

내용 중에서 성병과 AIDS가 제일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敎

育과 햄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數育方法으로는 성교육 

에 포함시켜 교육시키는 방안과 성병 AIDS의 感梁經路 및 예방에 대해서 

손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冊子를 만들어 보급하는 方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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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성근로자의 건강 및 성에 관한 조사 

1 993 

〈인사말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회 연구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성교육을 위한 대책의 수랩파 홍보 

교육자료의 개발을 위하여 조사를 살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서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r의 귀중한 의견을 수집하이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Jl1t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표애서 묻는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뾰소 

는낀프갱간한，.{늪 대록 .... 1빠쥐없이. 졸직하고 쩌확하재 유담해 주시기 바란 

난표i 

이리분·이 옹딛)-히l 주신 젤문서는 최표~~혜 의혜 뚱재 aj으포 치권되표 

록꾀겐안펀 벤l멸이 첼대 보장훨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게개인을 나타낼만한 

소속 기업과， 성명 둥을 일체 기록하지 않기 때푼에 일단 채출된 질문서는 누 

구의 것인지 잔혀 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람니다. 

더위애 긴강하시고 무궁한 발잔이 있으시기를 기윈합니다. 

1993.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보 건 사 회 닙 

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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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젝 사항 

※ 다읍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의 口칸에 V표률 하시고 --칸에는 직접 
. 기재하여 주십시오. 

1. 현재 나이는 만으로 몇살입니까? 

만 ---세 

2.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 口무 학 7) 口 현재 재학중: 

2) 口 국민학교 

3) 口 중 학 교 
4) 口 고퉁학교 
5) 口 전문대학 

6) 口 대 학 교 

3. 당신은 군복무를 마겼습니까? 

@ 口중학교 
@ 口고동학교 
@ 口 전문대학 
@，디 대 학 교 

1) 디 마쳤다 3) 口 면제 받았다 

2) 口 마치지 않았다 

4. 당신이 태어나서 가장 오래 사신 곳은 어디입니까? 
1 ) 口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펀， 팡주， 대전) 

2) 디 중소도시 
3) 口 읍·면지역 

4) 口 기타(어디 

5.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1) 口 부모.형제가 함께 사는 집 「
2) 口 형제자매 집에서 뉴- (* 6번 질문으로 가시오) 
3) 口 친척집 | 
4) 口 기숙사 ’ 
5) 口 하숙집 
6) 디자취 
7) 口 기타(어디: 

5-1.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방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 口 혼자 4) 口 여자 친구 

2) 口 형제 5) 口 남자 친구 
3) 口 자매 6) 口 기타(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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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은 충， 고풍학교 시절 부모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I) 口 따로 산적이 있다 

2) 口 따로 산적이 없다 (* 7번 질문으로 가시오) 

6- 1. 그러연 그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I) 口 결혼한 형제집에서 3) 口 하숙(자취 )집에서 

2) 口 친척， 친지집에서 4) 口 기 타(어디:_---) 

6-2. 그 시기에 얼마동안 부모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까? 

I) 口 6개월 미만 
2) 口 6개월 -1 년 미만 
3) 口 l년 -2년 미만 

4) 口 2년-3년 미만 

5) 口 3년 이상 

7 당신의 부모넘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 口 두분이 함께 살고 계신다 (* 8언 질문으로 가시오) 
2) 디 아버넘만 살아 계신다 
3) 口 어머넘만 살아 계신다 
4) 口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5) 口 이혼 또는 별거를 하셨다 

7- 1. 부모넘 두분 또는 어느 한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 또는 별거를 하신 경우 
그 당시 당신은 몇살이었습니까? 
I) 口 아버닝은 내나이 ---살 때 몰아가셨다 
2). 口 어머넘은 내나이 ---살 때 돌아가셨다 
3) 디 부모넘은 내나이 ---살 때 이혼 또는 별거를 하셨다 

8. 현재 탕신집의 생활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 口 아주 녁녁한 편이다 4) 口 약간 쪼들리는 면이다 

2) 口 먹고 살기에 녁넉한 편이다 5) 口 아주 쪼률리는 연이다 
3) 口 먹고 살 정도이다 

9. 아버넘과 어머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9- 1. 아버지 
I) 口 무학 
2) 口 국민학교 

3) 口 중학교 
4) 口 고퉁학교 
5) 口 대학 이상 
6) 口 모르겠다 

9-2. 어머니 
1) 口 무학 
2) 口 국민학교 
3) 口 충학교 
4) 口 고풍학교 
5) 口 대학 이상 
6) 口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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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신은 현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시는 일(구체적으로): 

11. 지금까지 당신의 직장 근무기간은 전부 합하여 얼마나 됩니까? 

약--년 --개월 

12. 현 직업에 대해 만축하섭니까? 
1 ) 口 매우 만축 4) 口 불만촉 
2) 口 만촉 5) 口 매우 불만축 
3) 口보롱 

13. 현재 본인의 월명균 수입(상여금， 기타 수입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원 

14. 한달동안 실제로 &는 월 명균 용돈은 얼마나 됩나까? 

약 원 

15. 당신이 받는 월 수입은 다음 중 어디에 감갚짧의 쓰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 하나만 골라 V표 하십시오. 

1 ) 口 가측의 생활비 보조 4) 口 자신의 용돈 

2) 口 형제의 학비보조 5) 口 저축 

3) 口 자신의 생활비 6) 口 기타(무엇 

16. 당신은 하루에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1) 口 상황에 따라 조금 띤다(I일 5개피 정도) 
2) 口 조금 핀다(I일 반갑 정도) 
3) 口 많이 핀다(I일 1감 또는 그 이상) 
4) 口 전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안 피운다 
5) 口 피우지 못한다 

17 당신은 술을 드십니까? 

1 ) 口 마신다 
2) 口 전혀 마시지 못한다 (* 18언 질문으로 까시오) 

17-1. 숨을 언제부터 드시게 되었습니까? 

약 ----세 때 

17-2. 지 난 한달동안 몇 회 정도 술을 드셨습니까? 
1 ) 口 안마셨다 5) 口 l주일에 2-3번 정도 
2) 口 l번 6) 口 거의 매일 
3) 口 2-3번 정도 

4) 口 l주일에 1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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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당신은 술율 마실 때 대개 한번에 어느 정도 드십니까? 
1) 口 소주 1-2잔(맥주 I 병이하) 정도 
2) 口 2홉소주 반영(맥주 1-2병) 정도 
3) 口 2홉소주 l영(맥주 3-4영) 정도 

4) 口 2홉소주 2영정도 
5) 口 2홉소주 3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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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이 l차로 간 술집은 주로 어떤 꿋이었습니까? 
1) 口 포장마차 5) 口 룸싸롱 
2) 口 일반 주점 (식당 6) 口 접대부와 성행위가 가능한 술집 
3) 口 생맥주집 7) 口 기타(어느곳. 

4) 디 접대부가 있는 술집 

17-6. 지난 한탈 동안 당신이 2， 3차로 간 술집은 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1) 口 포장마차 5) 口 룸싸롱 
2) 口 일반 주점 (식당 6) 口 접대부와 성행위가 가능한 술집 

3) 口 생맥주집 7) 口 기타(어느곳:_----
4) 口 접대부가 있는 술집 8) 口 2， 3차로 간 술집이 없다 

18. 당신은 지난 한달간 한언 이상 가진 취미활동이나 클럽활동이 있었습니까? 
있었다연 어펀 내용이었습니까? 

1 ) 口 있었다 (회수:_---회， 활동내용: 
2) 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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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강 및 성에 관한 사항 

※ 다읍의 질문은 당신이 받은 성교육과 성에 관한 사힘입니다. 해당되는 곳의 口칸에 
.V표를 하시고 --칸에는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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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교육을 받아 보셨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1) 口 슬라이드 4) 口 강 연 
2) 口 비데오 5) 口 책자， 팝프렐. 전단 둥 
3) 口 영화 6) 口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 이제까지 위와 같은 성교육을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1) 口 l회 4) 口 6회 이상 

2) 口 2-3회 5) 디 성교육을 받은 척이 없다 
3) 口 4-5회 

4. 이제까지 받은 성교육 내용은 대체로 어느 정도 도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口 아주 도움이 되었다 4) 口 별로 도옵이 되지 않았다 
2) 口 약간 도움이 되었다 5) 口 전혀 도옵이 되지 않았다 
3) 口 그저 그랬다 6) 口 성교육율 받은 적이 없다 

5. 다읍 문항중 옳다고 생각되면 "0 .. 툴리는 것은 ·‘ x" 모르는 것은 “6"로 각각 
표시 하십시오. 

5-1. _ 한벤의 성교만으로도 임신은 가능하다 
5-2. _ 인공유산은 산모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각 

5-3. _ 키스를 하면 임신이 될 수 있다 

6. 다음 설영에 해당되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ξ십시오. 

6- 1. _ 콘돔， 루우프， 정관수술， 난관수술， 먹는피임약 동 
6-2. _ 성병예방이나 임신방지를 위하여 성교시 남자가 사용하는 방법 
6-3. _ 임신(태아)을 영원에서 인위척으로 제거시키는 행위 

6-4. _ 남자의 성기관증 하나로서 정자(정충)를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는 

신체의 일부 
6-5. _ 잠자는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흥분되어 정액이 방출되는 현상 

보기1.인공유산 2. 몽정 
4. 피임방법 5. 콘돔 3 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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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신은 모든 남녀가 결혼전 순결을 꼭 지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구분해서 당신의 의견을 해당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7- 1. 남자는? 

1) 口 반드시 지커야 한다 4) 口 지킬 필요가 없다 

2) 口 가급적 지켜야 한다 5) 口 모르겠다 

3) 口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7-2. 여자는? 

1 ) 口 반드시 지켜야 한다 4) 口 지킬 필요가 없다 

2) 口 가급적 지켜야 한다 5) 口 모르겠다 

3) 口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8. 당신은 결혼전 이성(여자)과 성행위(성교)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8- 1. 결혼상대자가 아닌 잘 알고 있는 이성과의 성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 口 해도 괜찮다 2) 口 해서는 안된다 

8-2. 결혼 상대자와의 성행위에 대헤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1) 口 해도 괜찮다 2) 口 해서는 안된다 

8-3. 당선은 윤락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동)과의 성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口 성척욕구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디 자제하는 것이 좋다 
3) 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9. 일반적으로 미혼남녀가 결혼전 임신을 했다면 그 임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V표 해주십시오. 

1 ) 口 반드시 낳아야 한다 

2) 口 아기룰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3) 口-절대로 낳아서는 안된다 

4) 口 잘 모르겠다 

5) 口 기타(어떻게: 

10. 만일 당선과 성행위를 가진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口 인공유산( 낙태 )을 하도록 한다 

2) 口 결혼하여 낳도록 한다 

3) 口 여자의 의사에 맡긴다 

4) 口 기타(어떻게 : 



196 

11. 다음의 피입방법충 당신이 그 방법의 륙정이나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모두 

V표 하십시오. 

1 ) 口 먹는 피임약 7) 口 질외사정법(성교중절엽) 

2) 口콘돔 8) 口 질화약 

3) 口 루우프 9) 口 주사 피임약 

4~ 口 난관수술 10) 口 한방약제 

5) 디 정관수술 11) 口 아는 것이 없다 (* 13벤 질문으로 가시오) 
6) 口 월경주기법 

12. 알고 있는 피임방법들은 주로 누구 또는 어디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십시오. 

1 ) 口 주간지，월간잡지 7) 口 가록 

2) 口 관련 책자 8) 口 의사. 간호사 

3) 口 라디오， TV 9) 口 가족계획요원 

4) 口 직장교육에서 10) 口 기타(’무엇 

5) 口 학교 11) 디 확실치 않다 

6) 口 친구 

13. 당신은 동성간에(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 口 매우 찬성한다 4) 口 대체로 반대한다 

2) 口 대체로 찬성한다 5) 口 절대로 반대한다 

3) 口 그저 그렇다 

14. 당신은 2인 이상의 남녀가 같이 흔숙(한방에서 잠자는 것)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섭니까? 

1 ) 口 매우 찬생한다 4) 口 대체로 반대한다 

2) 口 대체로 찬성한다 5) 口 절대로 반대한다 
3) 口 그저 그렇다 

15. 당신은 어디에셔 또는 누구로부터 성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척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률어보신 순서대로 순위률 1, 2, 3, 4, ... 순으로 -칸에 
기재하십시오‘ 

1)_ 라디오， TV 
2)_ 신문， 잡지. 인쇄물 
3)_ 보건소， 영의원 

4)_ 가족 

5)_ 친구 

6)_ 학교， 직장 

7)_ 기타(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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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성영에 관한 글들 중에서 옳다고 생각되면 “0" 툴리는 것은 “ x" 모르는 
것은 "^"로 각각 표시 하성시오. 

16-1. 성영에 걸린 사랍과 키스하면 걸린다 

16-2. 성병은 공중목욕탕이나 공중변소에서 걸힐 수 있다 

16-3. 성영에 걸린 어머니가 낳는 아이는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16-4. 성병도 다른 전업영과 같이 예방주사를 맞으연 감염되지 않는다 

16-5. 성병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면역이 생겨서 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 

17. 어떻게 하면 성병을 예방힐 수 있는지 다읍 방법중 옳다고 생각되면 “0" 
틀리는 것은 “ x" 모르는 것은 "b，"로 각각 표시하섭시오. 

17-1. 성행위(성교)시 콘돔을 사용한다 

17-2. 성행위 전후에 항생제를 먹는다 

17-3. 성행위후 즉시 소변을 본다 

17-4. 성행위후 즉시 성기를 비누로 씻는다 

17-5. 성행위 도중 사정을 하지 않는다 

※ 다음 질문은 에이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18.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성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口 그렇다 2) 口 아니다 3) 口 모르겠다 

19. 에이즈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십시오 

1 ) 口 신문，잡지 6) 口 직장에서 듣고 

2) 口 라디오， TV , 비디오 7) 디 가족으로 부터 

3) 디 보건소의 홍보자료 8) 口 병 ·의원에서 

4) 口 친구， 선후배로 부터 9) 口 기타(무엇 

5) 口 학교 선생넘으로 부터 10) 口 들은 척이 없다 

20. 에이즈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口 그렇다 2) 口 그렇지 않다 3) 口 모르겠다 

21. 다음중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되는지 옳다고 생각되면 "0 .. 틀리는 것은 "x" 
모르는 것은 "6，'’로 각각 표시 하십시오. 

21- 1. 에이즈에 감염된 대상자와 성행위(성교)를 하면 걸린다 

21-2. 에이즈는 감염된 어머니를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 

21-3.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주사기를 공통으로 사용할 때 걸럴 수 있다 

21-4.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연도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걸럴 수 있다 

21-5.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룰 수혈했을때 걸럴 수 있다 
21-6. 에이즈 감염자와 키스를 하면 걸럴 수 있다 

21-7. 에이즈 감염자와 술잔을 주고 받으면 걸럴 수 있다 

21-8. 에이즈는 공중목욕탕이나 공중변소에서 걸럴 수 있다 

21-9. 에이즈 감염자와 갈은 직장이나 같은 집에 있을 때 공기로 감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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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체검사나 종합진찰시 또는 개인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 
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 23번 질문으로 가시오) 

22-1. 어디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해 주십 
시오. 

1) 口 영의원 3) 口 헌혈장소 
2) 口 보건소 4) 口 기 타 (어디 ~~-~~ ~-----) 

22-2. 몇 번이나 에이즈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번 

23. 당신은 우리나라의 에이즈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口 매우 심각하다 4) 口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口 심각하다 5) 口 모르겠다 
3) 口 심각하지 않다 

※ 다융 질문은 젊은 남성의 건강과 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징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24. 당신이 쳐음 이성과 교제했율때 당신의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1) 처음 교제했을때 나이세 
2) 口 교제경험이 없다 

25. 당선은 여자와 키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 ) 口 있다 2) 口 없다 

26 당신은 현재 교제(데이트)중인 여자친구나 결혼 상대자가 있습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27 당신은 여자와 성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28. 당신은 성영에 걸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29 당신은 성적 충동이 일어날때 그 욕구를 주로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의 순서대로 순위를 1, 2,3, 4, ... 순으로 -칸에 기재하섭시오. 
1) 이생과 성행위를 한다 

2)_ 자위(수음)를 한다 
3)_ 취미생활에 몰두한다 
4)_ 자기 의지로 참는다 

5)_ 종교적인 힘으로 참는다 
6)_ 운동율 한다 
7)_ 기타(어떤 방법 



30. 당신은 성행위(성교) 경험이 있으십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 37번 질문으로 가시오) 

30- 1. 당선은 몇살에 처음 성행위(성교)를 경험하셨습니까? 

만 ----세 때 

30-2. 처음 성행위 상대자는 누구였습니까? 
1) 口 결혼을 약속한 여자 8) 口 올라여성(창녀) 

2) 口 친구， 애인 9) 口 콜걸 
3) 口 친척 10) 口 이발소 여종업원 
4 ) 口 가정부 11) 口 안마시술소 여자 
5) 口 다방여자 12) 口 기타(구체적으로 

6) 口 우연히 만난 여자 13) 口 모르겠다 

7) 口 술집 여자 

30-3 첫 성 행위를 하기 전에 술을 마셨었습니까? 
1) 口 술을 마셨다 2) 口 얀마셨다 3) 口모르겠다 

30-4. 첫 성행위를 힐때 피임방법율 사용하셨습니까? 
1) 口 사용하지 않음 3) 口 상대여성이 먹는 피임약 복용 
2) 口 콘돔 사용 4) 口 기타 피임방법 사용(방법 

31. 당신은 이제까지 

1 ) 口 l회 

모두 몇 번의 성행위 경협이 있으십니까? 
2) 口 2회 3) 口 3회 4) 口 4회 이상 

32. 당선이 마지막(가장 최근)으로 성행위률 가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1)'口 어제 5) 口 약 l개월 전 

2) 口 3일 전 6) 口 두달 이상 지남 
3) 디 약 1주 전 7) 口 기억하지 못함 

4) 口 약 2주 전 

32-1. 마지막 성행위 대상자는 어떤 사랍이었습니까? 
1 ) 口 결혼을 약속한 여자 8) 口 윤락여성(창녀) 
2) 口 친구， 애인 9) 口 콜걸 
3) 口 친척 10) 口 이발소 여종업원 
4) 口 가정부 11) 口 안마시술소 여자 
5) 口 다방여자 12) 口 기타(누구 

6) 口 우연히 만난 여자 13) 口 모르겠다 
7) 口 술집 여자 

32-2. 마지막 성행위를 하기 전에 술을 마셨었습니까? 
1 ) 口 술을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3) 口모르겠다 

32-3. 마지박 성행위를 힐때 피임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1 ) 口 사용하지 않옵 3) 口 상대여성이 먹는 피임약 북용 
2) 口 콘돔 사용 4) 口 기타 피임방법 사용(방법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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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당신은 윤락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둥)과 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 
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 37번 질문으로 가시오) 

33-1. 운락여성과 몇살에 처음 성행위(성교)를 경험했습니까? 

만 ---- 세때 

33-2. 윤락여성과의 처읍 성행위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1) 口 혼자 결정해서 자의로 
2) 口 친구， 아는 사랍이 가자고 해서 타의에 의해 
3) 口 자의반 타의반으로 
4) 口 기타(무엇· 

33-3. 윤락여성과 처읍 성행위를 했을 때 몇명이 같이 갔었습니까? 
1) 口 나 혼자 3) 口 3명 이상이 갈이 
2) 口 1-2명이 같이 1 

33-4. 올락 여성과 처음 성행위를 했율 때 갈이 간 사랍은 누구였습니까? 

1) 口 학교 동창 6) 口 업무상 관련된 사랍 
2) 口 학교 선배 7) 口 직장 동료 
3) 디 고향 친구 8) 口 기 타 (누구 
4) 口 클럽 친구 9) 口 나 혼자 갔다 

5) 口 군대 친구 

34.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경험한 윤락 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둥) 

과의 성행위는 어떻게 해셔 하게 되었습니까? 
1) 口 혼자 결정해서 자의로 
2) 口 친구，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타의에 의해서 
3) 口 자의반 타의반으로 
4) 口 기타(무엇 

5) 口 l회 윤락여성과 성행위를 했율 뿐이다 (* 35번 질문으로 가시오) 

34- 1. 마지막으로 경험한 윤락여성과의 성행우’시 몇명이 같이 갔습니까? 
1 ) 口 나혼자 3) 口 3탬 이상이 같이 
2) 口 1-2명이 갑이 4) 口 기타 

34-2. 그 때 갈이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 ) 디 학교 통창 6) 口 업무상 관련된 사람 
2) 口 학교 선배 7) 口 직장 통료 
3) 口 고향 친구 8) 디 기 타 (누구 
4) 口 클럽 친구 9) 口 나 혼자 갔다 
5) 口 군대 친구 

34-3. 그 때 술율 마셨습나까? 
1 ) 口 술율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3) 口 모르겠다 



34-4. 그 때 콘돔을 사용했습니까? 
1 ) 口 사용했다 Z) 口 사용하지 않았다 

34-5. 그 때 상대여성이 콘돔사용을 요구했습니까? 

1) 口 했다 Z) 口 안했다 

35. 지금까지 당신이 성행위를 가진 윤락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둥) 은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에 모두 V표 하십시오. 

1) 口매춘부 5) 口 이발소 여자 

2) 口 유흉업소 여자 6) 디 안마시술소 여자 

3) 口 술집 여자 7) 口 콜걸 
4) 口 다방 여자 8) 디 기 타 (누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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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금까지 윤락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동)과 성행위시 어느정도 콘돔을 

사용헤 보셨습니까? 
1) 口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4) 口 대부분 사용했다 
2) 口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5) 口 성교때마다 항상 사용했다 
3) 口 가끔 사용했다 

37. 당신은 이성(여자)과 동거한 경험이 있습니까? 
1) 口 없다 (* 38번 질문으로 가시오) 
2) 口 있다 

3) 口 현재 동거중 

37-1.- 동거하는 이성(여자)과 성행위를 하산 적이 있습니까? 
1) 口 있다 2) 口 없다 

37-2. 이성(여자)과의 동거기간은 전부 합해서 얼마 동안이 됩니까? 

총 --년 ---개월 

38. 지금까지 당선과 성행위를 가진 상대방 여성이 임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1) 口 있었다 2) 口 없었다 (039번 질문으로 가시오) 

38- 1. 지금까지 모두 몇 번이나 상대방 여성이 임신을 하었습니까? 

번 

38-2. 그 임신의 결과로 출생한 아이가 있었습니까? 
1 ) 口 있었다 2) 口 없었다 

39. 당선은 성병에 감염된(걸린) 적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몇반이나 걸렀습니까? 

1) 있다번 2) 口 없다 (042벤 질문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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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봐잔말」갚옆화결범은 언제 걸렸습니까? (한번 걸렸먼 사람도 해당됩니다) 
1) 19 _년 --월 (본인 나이 --세때)에 걸렸었다 
2) 口 현재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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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그 성영은 누구로부터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 口 결혼을 약숙한 여자 8) 口 융락여성(창녀) 
2) 口 친구， 애인 9) 口 콜걸 

3) 口 친척 10) 口 이발소 여종업원 
4) 口 가정부 11) 口 안마시술소 여자 

5) 口 다방여자 12) 口 기타(누구 
6) 口 우연히 만난 여자 13) 口 모르겠다 

7) 口 술집 여자 

40-3. 그 당시 성행위를 할때 콘돔을 사용했습니까? 
1) 口 사용하지 않았다 3) 口 사용중 빠졌다 
2) 口 바르게 사용했다 4) 口 사용증 터졌다 

40-4. 그 당시 영행위 전에 술율 드셨습니까? 

1) 口 마셨다 2) 口 마시지 않았다 

40-5. 그 당시 생영에 감염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 口 성기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셔 
2) 口 신체검사를 롱하여 
3) 口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4) 口 성행위를 한 상대가 의심스러워 검사를 받고 나서 
5) 口 성행위 상대자가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해서 
6) 口 기타(어떻게 

40-6. 그 당시 성병을 치료받으러 저l일 처음 어느 곳율 가셨습니까? 
1) 口 약국 
2) 口 병·의원 
3) 디 보건소 
4) 口 기타(어디 

5) 口 치료받지 않았다 (* 41먼 질문으로 가시오) 

40-7. 첫번째 치료받은 곳에서 그 성병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까? 
1) 口 그렇다 (* 41벤 질문으로 가시오) 
2) 口 아니다 

3) 口 모르겠다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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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그당시 당신이 그 성영을 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1) 口 약국 4) 口 기타(어디 ) 
2) 口 병·의원 5) 口 완치되지 않았다 

3) 口 보건소 

당신은 성병에 걸린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 口 있다 2) 口없다 

당신은 성행위 천후에 성병예방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십시오. 

섬캘감정 성뾰완호 
1) 디 아무 조치도 안했다 1) 디 아무 조치도 안했다 
2) 디 항생제를 먹었다 2) 口 항생제를 먹었다 
3) 口 주사를 맞았다 3) 口 주사를 맞았다 

4) 口 콘폼을 사용하였다 4) 口 성교후 즉시 소변을 보았다 
5) 口 기타(무엇 5) 口 성교후 륙시 생기를 비누물로 씻었다 

6) 口 기 타 (무엇 

※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올 口칸어IV표 하거나 --칸에 적어 주십시오. 

43. 

44. 

45.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1 ) 口 직장(학교)문제 5) 口 장래문제 
2) 口 가정문제 6) 口 기타(무엇 
3) 口 이성문제 7) 口 고민거리가 없다 
4) . 口 결혼운제 

당신은 성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상은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섭시오. 
1) 口 자위행위(수읍 5) 
2) 口 성적충동(욕구 6) 
3) 口 이성교제 7) 
4) 口 피임방법 8) 

口 남녀의 생식기능에 관한 것 
口 성병/에이즈 
口 기타(구체적으로:_--) 
口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성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십니까? 
1 ) 뎌 매우 원한다 3) 口 원치 않는다 
2) 디 원한다 4) 口 고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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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끝으로. ~I성운케단→성문천l와 관련해서 현재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운헤나파만거뢰L윈한는 상담~l남二성교율내용j 검분단.-운i!L사혼} 

언냥~Il二와경 퉁이 있으면 무슨 내용이든간에 숨겁없이， 솔직하게 써 주십시 

오. 도용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물까지 용답해 주셔서 대딘히 감사합니다 -

※ 기륙이 빠진 곳이 있으연 픽 적어 주시고 봉투에 녕어 봉하신 후 
노조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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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혼 남자 대학생의 건강 및 성에 관한 조사 

199 3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저휘 연구원에서는 대학생의 건강과 성교육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흉보 

교육자료의 개발율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서는 이를 

위한 대책율 마련하기 위하여 어러분의 귀중한 의견율 수집하어 반영하고자 

하오나 바쁘시더라도 생의껏 웅답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표에서 묻는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펼소 

느끼고 셋각하시운: 대로. 빠칙었이. 솜칙하고 첫확하게 유담해 주시기 바함 

남!ÕL 

여러분이 웅답해 주신 설분서는 컬표턴돼죄해←동계척으로 처 ~l된르록」 

체zn잎은L!JL뿔L절.9L복갚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나타낼만한 소숙 

대학과， 성명 둥율 일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출된 질문서는 누구의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 국 보 전 사 회 연 구 원 

세 겨| 보 건 기 구 IW.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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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6 

1. 일반젝 사항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의 口칸에 V표롤 하시고 --칸에는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생략하는 문항이 없어야 합니다). 

1. 현재 나이는 만으로 몇살입나까? 

만----세 

2.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과와 학년올 기재해 주십시오. 

학과---학년 

3. 당신은 군북무를 마쳤습니까? 
1) 口 사병으로 마쳤다 4) 口 마치지 않았다 
2) 口 방위로 마쳤다 5) 口 변제 받았다 
3) 口 R.O.T.C. 이다 

7-.8 

9-10 

11 

4. 당신이 태어나서 가장 오래 사신 곳은 어디입니까? 12 

1) 口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 口중·소도시 
3) 口읍·면지역 
4) 口 기타(어디:_-) 

5.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13 

1) 口 부모，형제가 함께 사는 집 「
2) 口 형제자매 뉴-(>:< 6번 질문으로 가시오) 
3) 口 친척집 | 
4) 口 기숙사 ’ 
5) 口하숙집 
6) 口자취 
7) 口 기타(어디 

5-1. 하숙이나 자취률 하는 방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14 

1) 口 혼자 4) 口 여자 친구 
2) 口 형제 5) 口 남자 친구 
3) 口 자매 6) 口 기타(누구:_-) 

6. 당신은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닙율 떠나 다른 곳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15 

1) 口 따로 산척이 있다 
2) 口 따로 산척이 없다 (* 7번 질문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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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그러면 그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16、

1) 口 결혼한 형제집에서 3) 口 빡(자취 )집에서 
2) 口 친척， 친지집에서 4) 口 기 타(어디 

6-2. 그 시기에 얼마동안 부모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까? 1.' 
1) 口 6개월 미만 4) 口 2년-3년 미만 
2) 더 6개월-1년 미만 5) 口 3년 이상 
3) 口 l년-2년 미만 

7. 당신의 부모님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십니까? 1M 

1) 口 두분이 함께 살고 계신다 (* 8언 질뭄으로 가시오) 
2) 口 아버넘만 살아 계신다 
3) 口 어머넘만 살아 계신다 
4) 口 두 분 모두 툴아가셨다 
5) 口 이폰 또는 별거를 하셨다 

7-1. 부모넘 두분 또는 어느 한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흔 또는 별거률 하신 경우 
그 당시 당선은 몇살이었습니까? 
1) 디 어머넘은 내나이 --살때 몰아가셨다 
2) 口 아버넘은 내나이 --살때 툴아가셨다 21-22 

3) 口 부모넘은 내나이 --살때 이흔 또는 별거를 하셨다 23-24 

8. 당신의 성장과정(대학이전)에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부모넘의 모습율 생각 
하는 그대로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답없이 척어 주시기 바랍니다. 

ω @ @ @ 
대부분 결코 

항상 의경우 간혹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8-1. 부모넘은 화가 나더라도 절제할 줄 아셨다. @口 @口 @口 @口
8-2. 부모넘은 각자 말은 일에 충실하였다. @口 @口 @口 @口
8-3. 부모님은 서로를 진설하게 사랑하셨다. CDO @口 @)口 @口 1
8-4. 부모넘은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셨다. @口 @口 @口 @@口口 I8-5. 부모님은 내가 마음먹고 하면 무엇이든지 @口 @口 @口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다. 
8-6. 부모넘은 나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기대률 @口 @口 @口 @口

하셨다. 
8-7. 부모넘은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자녀로서 @口 @口 @口 @口

사랑해 주셨다. 
8-8. 운제가 있율때 부모님과 함께 해결하였다. @口 @口 @口 @口
8-9. 나의 여러가지 계획율 부모님과 상의하였다. @口 @口 @口 @口

8-10. 부모님은 내가 외출힐때 내가 어디에 간다는 @口 @口 @口 @口
것을 알고계셨다. 

8-11. 다른 부모넘에 비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口 @口 @口 @口
엄하게 대하셨다 

8-12. 부모님은 성에 대해 호기심율 갖는 것이 @口 @口 @口 @口
정상척이라고보셨다. 

8~13. TV나 비디오의 선정적인 장변을 보도록 @口 @口 @口 @口
내버려 두셨다. 

8-14. 부모넘은 가능한한 초기에 성교육이 실시 @口 @口 @口 @口
되어야 한다고 믿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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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버넘과 어머넙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팽-40 
9-1. 아버지 9-2. 어머나 

1)口푸학 1)口무학 
2) 口 국민학교 2) 口 국민학교 
3) 口 중학교 3) 口 중학교 
4) 口 고퉁학교 4) 口 고풍학교 
5) 口 대학 이상 5) 口 대학 이상 
6) 口 모르겠다 6) 口 모르겠다 

10. 부모넘께서는 무슨 직업율 갖고 계십니까? 
10-1. 아버지 10-2. 어머니 41-42 

1) 口 전문직 1) 口 전운직 
2) 口 행정·관리직 2) 口 행정·관리직 
3) 口 사무·관리직 3) 口 사무·관리직 
4) 口 판매 ·서어버스직 4) 口 판매 ·서어비스직 
5) 口 농·립·수산업 5) 口 농·립·수산업 
6) 口 생산·운수·단순노동직 6) 口 생산·운수·단순노동직 
7) 口 기타 7) 口 기타 
8) 口무직 8) 口주부 
9) 디 아버넘이 안계신다 9) 口 어머님이 안게신다 

11. 현재 당신집의 생활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3 
1) 口 아주 녁녁한 편이다 4) 口 약간 쪼툴리는 편이다 
2) 口 먹고 살기에 녁녁한 연이다 5) 口 아주 쪼률리는 편이다 
3) 口 먹고 살 정도이다 

12. 당신은 현재 학업외에 아르바이트나 직업율 갖고 있습니까1 44 

1) 口 었다 
2) 口없다 

13. 현재 본인의 용돈 이외에 한달 명균 수입(아르바이트. 장학금 포합)은 45-47 
얼마나되십니까? 
약 원 

14. 현재 본인의 한달 명균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48-49 

약 원 

15. 당신은 하루에 답배률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50 

1) 口 상황에 따라 조금 핀다(1일 5개피 정도) 
2) 口 조금 핀다(1일 반갑 청도) 
3) 口 많이 핀다(1일 한갑 또는 그이상) 
4) 口 천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안 피운다 
5) 口 피우지 못한다 

16. 당신은 지난 일봐갚 다음과 갈은 약물율 사용해 보신척이 있습니까? 

@사용한적 @단한번 @)1회이상 
없다 A}-용 사용 

16-1. 본드 @口 @더 @口
16-2. 부탄가스 @더 @口 @口
16-3. 신경안정제 @口 @口 @口
16-4 짧제 @@口口 ￠ @口口 @ @디口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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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신은 술율 드십니까? 56 

1 ) 口 마신다 
2) 口 전혀 마시지 옷한다 (* 19번 질문으로 가시오) 

17-1. 술율 언제부터 드시게 되었습니까? ,7-'8 

약---세 때 

17-2. 지난 한당돗아 몇 회정도 술을 마셨습니까? ,9 

1) 口 매일 5) 口 지난 한달간 2-3번 
2) 口 거의 매일 6) 口 지난 한달간 l언 
3) 口 일주일에 3-4번 7) 口 얀마셨다 
4) 口 일주일에 1-2번 

17-3. 진놔 한달동안 술율 마실때 대개 한번에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60 

1) 口 소주 1-2잔(맥주 I병이하) 정도 
2) 口 2홉소주 반영(맥주 1-2병) 정도 
3) 口 2홉소주 1병(맥주 3-4병) 정도 
4) 口 2홉소주 2병 정도 
5) 口 2홉소주 3영 이상 

※ 이번어|는 지난 l닌 용안의 읍주량율 생각해 봅시다. 

17-4. 지만 입년간 대략 몇번이나 과읍(만취하도록)율 하셨습니까? 61 

1) 口 일주일에 3-4번 4) 口 일년간에 3-6번 
2) 口 일주일에 1-2번 5) 口 일년간에 l번 
3) 口 한달에 1-2번 6) 口 지난해에는 한꺼번에 많이 마신 일이 없다 

(* 17-6번 질문으로 가시오) 

17-5. 강노t윌년갚 과읍했율 경우 대개 한번에 어느 정도 술율 드셨습니까? 62 

1) 口 2홉소주 반병(맥주 1-2병) 정도 
2) 口 2홉소주 2병(맥주 3-4병) 정도 
3) 口 2홉소주 3병정도 
4) 口 2홉소주 4-5영정도 
5) 口 2홉소주 5병이상 

17-6. 술율 마실때 주로 몇명과 함께 어올리는 척이 가장 많습니까? 63 

1) 口혼자서 마산다 3) 口 서 너 사람 
2) 口 한두사람 4) 口 다섯사랍 이상 

17-7. 가장 자주 어올리는 술 친구는 누구입니까?(하나만 V표하여 주십시오) 64 

1) 口 고동학교 친구 4) 口군대 친구 
2) 口대학교친구 5) 口 기타 (누구:_-) 
3) 口 대학 션.후배 

17-8. 진놔한달효앞 당신이 l차로 간 술집은 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65 

1) 口 포장마차 5) 口룸싸롱 
2) 디 일반 주점 (식당) 6) 口 접대부와 성행위가 가능한 술집 
3) 口생맥주집 7) 口 기타(어느곳: 
4) 口 접대부가 있는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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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전노L한달-동안 당신이 2， 3차로 간 술집은 주로 어떤 꽂이었습니까? -06 

1) 口 포장마차 5) 口 룸싸롱 
2) 口 일반 주점 (식당 6) 口 접대부와 성행위가 가능한 술집 
3) 口 생맥주집 7) 口 기타(어느곳: 
4) 口 접대부가 있는 술집 8) 口 2， 3자로 간 술집이 없다 

18. 이번에는 술이 당신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술을 마실때 본인이 아래와 갈은 효과를 느끼거나 혹은 기대한다면 그 정도를 표시-;;11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하므로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 @ @ 

상그 @딩영히다 I 술을어느정도마시연， 전혀 거의 조금은 
술은 당신에게 다음과 갈은 효과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줍니까? 않다 않다 

18-1. 이성과 대화하기가 쉽다. @口 @口 @口 @@口口 I 18-2.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口 @@口白 @口
18-3. 다른 사랍률을 덜 의식하게 된다. @口 @口 @口
18-4. 이성과 친근하게 느친다. @口 ~)口 @口 (4)口
18-5. 성적으로 민강하게 반웅한다. @口 @더 @口
18-6. 섹스에 대한 긴장갑올 멀어준다고 @口 @口 @口

생각한다. 
Hl-'f. 자신감을 높여준다. @口 @口 0)口 (4)口
18-8. 성적으로 보다 적극적이 된다. (1)口 @口 @口 @口
18-9. 성행위률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口 @口 @口 @口
18-10. 명소라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율 @더 @口 @口 @口

사랍과도 섹스를 하게 될 것 감다. 
18-11. 생관계를 보다 률겁게 한다고 @口 @口 @口 @口

생각한다. 
18-12. 성병감염에 대한 염려률 멀어준다. ω디 @口 @口 (4)口
18-13.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율 잃게 된다 @口 @口 @口 @口

19. 당신은 죄난-한달갚 한 번 이상 가진 취미활동이나 클럽활동이 있었습니까? 80-82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口 있었다 (회수회， 활동내용: 
2) 口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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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신의 대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학업과 친구， 교수넘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정 Q말P로 j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않다 않다 그렇다 

20-1. 대학생활은 새로운 것들율 배울 @口 @口 @口 @)口
기회를준다. 

20-2. 대부분의 교수님은 학업에 많윤 @口 @口 @口 @口
도옵을주신다. 

20-3. 우리과 학생들은 매사에 상호 협력 φ口 @口 @口 @口
하는면이다. 

20-4. 전반적으로 나의 학업성적은 @口 @口 @口 @口
우수한연이다. 

20-5. 나는 다시 기회가 추어져도 현재와 ω口 @口 @디 @口
같은 전공을 션택하고 싱다. 

20-6.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을 옮길 @口 @口 @口 φ口

생각이다. 
20-7. 친구들은 남자는 솔율 마실줄 @口 @디 @口 @口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8. 친구들로부터 술을 마시라고 권유 @口 @디 @口 @口

받는때가많다. 
20-9. 친구률은 성숙한 남자라연 성경협이 @口 @口 @口 @口

있어야된다고 말한다. 
20-10. 나의 친한 친구중에서 대부분은 @口 @口 @口 @口

성경험을가지고있다. 
20-1 1. 친구률이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口 @口 @口 @口

같이 가자고 요구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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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성행태에 관한 사항 

※ 다읍의 질문은 당신이 받은 성교육과 성때 관한 사항입 Llq. 해당되는 곳의 口칸 
어IV표률 하시고 --칸에는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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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성교육율 받아 보셨다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하나만 23-21 

V표해 주섭시오. 
1)口슬라이드 4) 口강연 
z) 口 비데오 5) 口 책자. 팝프렛， 전단 둥 
3) 口 영화 6) 口 성교육율 받은 척이 없다 

3. 이제까지 위와 같은 성교육율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28 

1 ) 口 l회 4) 口 6회 이상 
z) 口 2-3회 5) 口 성교육율 받은 적이 없다 
3) 口 4-5회 

4. 이제까지 받은 성교육 내용은 대체로 어느 정도 도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9 

1) 口 아주 도용이 되었다 4) 口 별로 도옴이 되지 않았다 
2) 口 약간 도웅이 되었다 5) 口 천혀 도옴이 되지 않았다 
3) 口 그저 그랬다 6) 口 성교육율 받응 척이 없다 

5. 다음 문항중 옳다고 생각되면 "0" 툴리는 것은 “ x" 모르는 것은 “/:::,. .. 로 각각 
표시하십시오. 

5-1. _ 한번의 생교만으로도 임신은 가능하다 30 

5-2. _ 인공유산은 산모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31 

5-3. _ 키스를 하면 임신이 될 수 있다 32 

6.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울 아래 보기에셔 끓라 그 번호률 쓰십시오. 
6-1. _ 콘톰， 루우프， 정관수술. 난관수술， 먹는피임약 퉁 33 

6-2. _ 생병예방이나 임신방지를 위하여 성교시 남자가 사용하는 방법 34 

6-3. _ 입신(태아)을 병원에셔 인위척으로 제거시키는 행위 35 

6-4. _ 남자의 생기관증 하나로서 정자(정충)를 생산하는 기능율 7l지는 36 

신체의 일부 
6-5. _ 잠자는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흥분되어 정액이 방출되는 현상 31 

보기Q) 인공유산 @ 몽정 @ 고환 
@피임방법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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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당신은 모든 남녀가 결혼천 순결율 팎 지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구분해서 당신의 의견을 해당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7-1. 남자는? 
1) 口 반드시 지커야 한다 
2) 口 가급척 지커야 한다 

7-2. 여자는? 
1) 口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口 가급척 지커야 한다 

3) 디 지키지 않율 수도 있다 
4) 口지킬 필요가 없다 

3) 口지키지 않율수도 있다 
4} 口지킬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당신 자신의 성에 대한 의견율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39 

8-1. 결혼상대자가 아닌 알고 있는 이성과의 성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 

1) 口 해도 된다 3) 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해서는 안된다 

8-2. 결혼 상대자와의 생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디 해도 된다 3) 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해서는 안된다 

8-3. 당신은 기회가 주워진다면， 결혼상대자가 아닌 알고 있는 이성과 성행위를 
하겠습니까? 
1) 口 하겠다 3) 口하지 않을것 갈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안하겠다 

8-4. 당신은 결혼전 결혼상대자와 성행위률 하시겠습니까? 
1) 口 하겠다 3) 口 하지 않율 것 갑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안하겠다 

8-5. 당신은 융락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둥)과의 성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口해도된다 3) 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해셔는 안된다 

8-6. 당선은 친구로부터 유흥업소(접대부가 있는 업소)에 가자는 유훔율 밭는다면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1) 口 하겠다 3) 口하지 않율것 갈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안하겠다 

8-7. 당신은 윤락여성의 유혹율 받율 경우 생행위률 하시겠습니까? 

9. 

1) 口 하겠다 3) 口 하지 않율 것 갈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수도 있다 4) 口 안하겠다 

일반적으로 미혼남녀가 결혼천 임신을 했다면 그 임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 V표 해주십시오. 
1) 口 반드시 낳아야 한다 
2) 口 여자의 의견율 들어보고 낳는다 
3) 口 아기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4) 口 절대로 낳아서는 안된다 
5) 口 기타(어떻게: 

41 

42 

43 

44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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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일 당신과 생행위률 가진 여자가 입신율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8 

1) 口 반드시 낳아야 한다 
2) 口 여자의 의견율 률어보고 낳는다 
3) 口 아기률 기륭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4) 口 절대로 낳아서는 안펀다 
5) 口 기타(어떻게: 

11. 당신은 동성간에(남자끼리 ) 성행위륭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 

1) 口 매우 찬생한다 4) 口 대체로 반대한다 
2) 口대체로찬성한다 5) 口 절대로 반대한다 
3) 口그쩌 그렇다 

12. 당신은 2인 이상의 남녀가 갈이 혼숙(한방에셔 잠자는 것)하는 것에 대해서 5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口 매우 찬생한다 4) 口 대체로 반대한다 
2) 口 대체로 찬성한다 5) 口 절대로 반대한다 
3) 口그져 그렇다 

13. 다읍의 피입방법충 당신이 그 방법의 륙징이나 사용법율 알고 있는 것에 51-60 

모두 V표하십시오. 061 

1) 口 먹는 피임약 7) 口 질외사정법(성뇨증절법) 
2) 口콘돔 8) 口질화약 
3) 口 루우프 9) 口주사 피임약 
4) 口 난관수술 10) 口 한방약제 
5) 口 정관수술 11) 디 아는 것이 없다(* 15번 질문으로 가시오) 
6) 口 월경주기법 

14. 알고 있는 피임방법률은 주로 누구 또는 어디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62-11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십시오. '12 

1) 口 주간지，월간잡지 7) 디가축 
2) 口 관련 책자 8) 口 의사， 간호사 
3) 口 라디오，1V 9) 口가폭계획요원 
4) 口직장교육에서 10) 口 기타(무엇: 
5) 口학교 11) 口 확실치 않다 
6) 口친구 

15. 콘돔이 생병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1) 口 매우효과가 있다 3) 口거의 효과가 없다 
2) 口조금효과가 있다 4) 口 전혀 효과가 없다 

16. 콘돔율 쓰면 얼마나 쾌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14 

1) 口 많이 준다 4) 口션혀 줄지 않는다 
2) 口조금준다 5) 口모르겠다 
3) 口 거의 줄지 않는다 

17. 콘돔을 쓰면 얼마나 심리격인 정북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15 

1) 口 많이 준다 4) 口 전혀 줄지 않는다 
2) 口조금준다 5) 口모르겠다 
3) 口 거의 줄지 않는다 

18. 당신은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성병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힐 때 콘돔율 16 

사용하겠다고 제안힐 수 있겠습니까? 
1) 口 하겠다 3) 口하지 않율것 갑다 
2) 口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4) 口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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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움 질문은 성병과 에이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19. 당선은 어디에서 또는 누구로부터 생영에 관한 이야기률 들어보신 적이 있습 7"1 

니까?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 한단만 V표 하십시오. 
1) 口 라디오. TV 5) 口 친구 
2). 口 신문， 잡지. 인쇄물 6) 口 학교 
3) 口 보건소， 병의원 7) 口 기타(어디 
4) 口가축 

20. 다음 성병에 관한 글들 중에서 옳다고 생각되면 "0" 툴리는 것은 "X" 모르는 
것은 "，ð，."로 각각 표시하십시오. 

20-1. _ 성명에 걸린 사랍과 키스하면 걸린다 C1 

20-2. 성병은 공중몹욕탕이나 공중변소에서 걸릴 수 있다 
20-3. _ 생명에 걸린 어머니가 낳는 아이는 성병에 갑염휠 수 있다 
20-4. 생병도 다른 천염병과 같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염되지 않는다 10 

20-5. _ 성명에 한번 걸렸먼 사람은 연역이 생겨셔 다옴에는 걸리지 않는다 11 

21. 어떻게 하면 성영율 예방할 수 있는지 다음 방법 충 옳다고 생각되면 "0" 툴리 
는 것은 "x" 모르는 것은 "，ð，."로 각각 표시하십시오. 

21-1. 성행위(생교)시 콘돔율 사용한다 
21-2. 성행위 천후에 항생제를 먹는다 
21-3. 성행위후 륙시 소변융 본다 
21-4. 성행위후 쭉시 생기률 비누로 씻는다 
21-5. 성행위 도충 사정율 하지 않는다 

22.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1) 口 그렇다 2) 口 아니다 3) 口 모르겠다 

23. 에이즈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십시오 18-25 
1) 口 신문，잡지 6) 口 가혹으로부터 "26 

2) 口 라디오. TV. 비디오 7) 口 병 의원에서 
3) 口 보건소의 홍보자료 8) 口 기타(무엇: 
4) 口 친구. 선후배로부터 9) 口 들은 적이 없다 
5) 口 학교 션생넘으로부터 

24. 에이즈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 

1) 口 그렇다 2) 口 그렇지 않다 3) 口 모르겠다 

25. 다음층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되는지 옳다고 생각되면 "0" 툴리는 것은 "X". 
모르는 것은 "，ð，."로 각각 표시하섭시오. 

25-1. 에이즈에 감염된 대상자와 생행위(생교)율 하면 걸린다 28 

25-2. 에이즈는 감염된 어머니를 통해셔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 29 

25-3. _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추사기률 공동으로 사용할 때 걸럴 수 있다 30 

25-4. 에이즈에 감염된 사랍과 면도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걸럴 수 있다 31 

25-5.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룰 수혈했율때 걸릴 수 있다 32 

25-6. 에이즈 감염자와 키스를 하면 걸릴 수 있다 33 

25-7. 에이즈 갑염자와 슐잔융 주고 받으면 걸럴 수 있다 34 

25-8. 에이즈는 공충북욕탕이나 공중변소에서 걸럴 수 있다 35 

25-9. 에이즈 감업자와 갑은 직장이나 집에 있올 때 공기로 감염될 수 있다 36 

26. 신체검사나 총합진찰시 또는 개인객으로 에이즈 검사률 받아보신 척이 있습니까? 37 

1) 口 있다 2) 口 없다 (* 27번 질문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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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어디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38 
1) 口 병의원 3) 口 헌혈장소 
2) 口 보건소 4) 口 예비군 교육 

26-2. 몇 번이나 에이즈 검사률 밭으셨습니까? 39 

번 

26-3. 당신은 왜 에이즈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40 

1) 口 생관계를 가진 상대가 의심스러워서 
2) 口 스스로가 성척으로 활발하기 때문애 
3) 口 주위 사랍률이 검사률 받기 때문에 

27. 당신은 우리나라의 에이즈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1) 口 매우 심각하다 4) 口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口 심각하다 5) 口 모르겠다 
3) 口 심각하지 않다 

28. 당신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1) 口 가능생이 많다 4) 口 가능성이 전혀 없다. 
2) 口 가능생이 약간 있다 5) 口 모르겠다 
3) 口 가능생이 거의 없다 

※ 다융 질문은 성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힘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29. 당선이 쳐읍 이성과 교제했율때 당선의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43-44 

1) 쳐옵 교체했율때 나이: 만---세 
2) 口교제경험이 없다 

30. 당신은 여자와 키스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45 

1) 口 있다 2) 口 없다 

31. 당신은 현재 교체(데이트)중인 여자친구나 결혼 상대자가 있습니까? 46 

1) 口 있다 2) 口 없다 

32. 당신운 생적 충동이 일어날때 그 욕구률 주로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47 

(하나만 표시하십시오) 
1) 口 이생과 생행위를 한다 5) 口 종교적인 힘으로 참는다 
2) 디 자위(수음)를 한다 6) 口운동율 한다 
3) 口 취미생활에 몰두한다 7) 口 친구를 만나 시간율 보낸다 
4) 口 자기 의지로 참는다 8) 口 기타(어떤 방법: 

33. 당신은 여자 (매춘부 포함)와 생행위률 해 본 경험이 있습나까? 48 

1) 口 었다 2) 口없다 

34. 당신은 일반척으로 어떤 동기에서 생관계률 가지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49 

1) 口 성경험율 해보고 싶은 호기섬에서 
2) 口 주위의 친구률과 같이 어올리기 위해 
3) 口 상대방 여성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4) 口 상대방 여생율 정북하기 위해 
5) 口쾌락을 얻기 위해 
6) 口 사회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7) 口 기타(무엇 
8) 口 성행위 경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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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신은 생병에 걸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50 

1) 口 있다 2) 口 없다 

36. 당신은 몇살때 처옴으로 성행위(성교)룰 경협했습니까? 51-52 

1) 었다: 만--살때 
2) 口 생교 경험이 없다(* 59번 질문으로 가시오) 

36-1. 처음 성행위시 상대자는 누구였습니까? 53-54 

1 ) 口 결혼율 약숙한 여자 7ì 口 술집종업원 
2) 口 여자 친구 8) 口 창녀 
3) 口 친척 9) 口콜걸 
4) 口 가정부 10) 口 이발소 여종업원 
5) 口 다방종업원 11) 口 안마시술소 여자 
6) 口 우연히 만난 여자 12) 口 기타 (누구 

36-2. 첫 생행위률 하기 전에 술율 마셨었습니까? 55 

1) 口 술율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3) 口 모르겠다 

36-3. 첫 생행위를 할 때 피입방법융 사용하셨습니까? 56 

1) 口 사용하지 않융 3) 口 상대여생이 먹는 피임약 북용 
2) 口 콘돔 사용 4) 口 기타 피임방법 사용방법 

※ 다읍은 윤락여성과의 성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37. 당신은 몇 살때 처읍으로 올락여생(돈율 받고 생행위률 하는 여자)과 57-58 

생판계를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1) 있다: 만 --살 때 
2) 口 생교경험이 없다(* 45언 질문으호 가시오) 

37-1. 처음 관계시 술융 마셨습니까? 59 

1) 口 마셨다 2) 口 안마겼다 

37-2. 처음 관계시 콘톱을 사용했습나까? 60 

1) 口 사용했다 2) 口 사용하지 않았다 

37-3. 처음 관계시 누구와 갈이 갔습니까，? (북수이면 있는대로 V표 하십시오) 61-62 

1) 口 고등학교 친구 4) 口 기타 (누구 
2) 口 대학교 친구 5) 口 나 혼자 갔다 
3) 口군대 친구 

38. ~과L일년갚 몇 명의 다른 윤락여성과 생판계률 가졌습니까? 63 

1) 口 없다 4) 口 6-9명 
2) 口 1-2명 5) 口 10명이상 
3) 口 3-5명 

39. 죄놔월넘갚 몇 번이나 울락여생과 생관계를 가졌습니까? 64 

1) 口 없다 4) 口 6-12번 
2) 口 1-2번 5) 口 12번 이상 
3) 口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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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죄노L월념갚 윤학여생과 생관계률 가졌율때 얼마나 콘돔율 λ}용했습니까? 65 

(퍼센트로 계산) 
1) 口 사용 안했다 4) 口 7~ 정도 
2) 口 2~ 정도 5) 口 거의 100" 
3) 口 %‘ 정도 6) 口 성판계가 없었다 

4l. 마지막으로 윤락여성과 성판계률 가진 것이 언제입니까? 66-67 

1) __ 년 ---월 
2) 口 l회경험 뿐이다 (* 45번 질문으로 가시오) 

41-1. 마지막 윤락여생과 생관계시 누구와 갑이 갔습니까?(있는대로 V표 하삽시오) 
1) 口 고동학교 친구 4) 口 군대 친구 
2) 口 대학교 친구 5) 口 기타 (누구 68-69 

3) 口 대학교 션·후배 6) 口 나 혼자 갔다 

41-2. 마지막 윤락여성과 성관계시 술율 마셨습니까? 70 

1) 口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 41-4번 질문으로 가시오) 

41-3. 그 당시 술율 얼마나 드셨습니까? 71-72 

소주 ---영， 맥주 ---영 

41-4. 마지막 울락여성과 생관계시 콘돔율 사용했습니까? 73 

1)口아니다 2) 口그렇다 

42. 지금까지 당선이 생행위률 가진 폴락여생(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동)운 74-81 

누구였습니까? 있는대로 전부 V표 하십시오. 
1)口매훈부 5) 口이발소여자 
2) 口 유흥업소 여자 6) 口 안마시술소 여자 
3) 口 술집 여자 7) 口 콜걸 
4) 口 다방 여자 8) 口 기타 (누구: 

43. 현재까지 당신이 기억하는 한， 전부 몇명의 울락여성과 성관계률 가졌습니까? D7-8 

모두명 

44. 지금까지 윤락여성(또는 접대부， 여급， 콜걸 둥)과 성행위시 어느 정도 콘돔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1) 口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4) 口 대부분 사용했다 
2) 口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5) 口 성교때마다 항상 사용했다 
3) 口가끔사용했다 

※ 다읍은 당신의 여자친구(결혼율 약속한 여자 포함)와의 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45. 당신은 여자친구와 성행위률 한 척이 있습니까? 10-11 

1) 그렇다년 -월 처융으로 하였다(맨처융 관계률 가진 여자친구률 말함) 
2) 口 없다(* 52번 질문으로 가시오) 

45- l. 여자친구와 쳐읍 관계시 술율 마셨습니까? 12 

1) 口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45-2. 여자친구와 쳐옴 판계시 콘돔율 사용했습나까? 13 

1) 口 사용했다 2) 口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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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죄노t윌념갚 몇명의 다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1) 口 없다 4) 口 3-4명 
2) 口 1명 5) 口 5명 이상 
3) 口 2명 

47. 잔노t윌넌갚 몇 번이나 여자친구와 성관계률 가졌습니까? 15 

1) 口 없다 4) 口 6-12번 
2) 口 1-2번 5) 口 12언 이상 
3) 口 3-6번 

48. 좌난-잎넌갚 여자 친구와 성관계률 가졌율때 얼마나 콘톱율 사용했습니까? 16 

(퍼센트로 계산) 
1)口사용안했다 4) 口 75%정도 
2) 口 25% 정도 5) 口 거의 100" 
3) 口 50" 정도 6) 口 성판계가 없었다 

4~. 현재까지 당신이 기억하는 한， 전부 몇명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겼습니까? 17-( ð 

모두영 

50. 지금까지 여자친구률과 생행위시 어느정도 콘돔융 사용해 보셨습니까? 19 

1 ) 口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4) 口 대부분 사용했다 
2) 口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5) 口 생교때마다 항상 사용했다 
3) 口 가픔 사용했다 

51. 마지막으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률 가진 것이 언제입니까? 20-21 

1) ___ 년 ---월 
2) 口 l회 성관계 뿐이다 (* 52번 질문으로 가시오) 

51-1. 마지막 생관계시， 솔율 마셨습니까? 22 

1) 口 마셨다 2) 口 얀마셨다 (* 51-3번 질문으혹 가시오) 

51-2. 얼마나 드셨습니까? 23-24 

소주 ---병， 맥주 ---영 

51-3. 마지막 여자 친구와의 생관계시 콘돔율 사용했습니까? 25 

1) 口 아니다 2) 口그렇다 

※ 다융은 우연히 혹은 오다가다 만난 여자와의 성행태 조사입니다. 

52. 당신은 우연히 만난 여자와 생판계률 가진 척이 있습니까? 26-27 

1) 그렇다년 --월 쳐옴으로 (맨 처읍으로 판계를 가진 여자) 
2) 口 없다 (* 59번 질문으로 가시오) 

52-1. 처음 관계시 술올 마셨습니까? 28 

1) 口 마셨다 2) 口 얀마셨다 

52-2. 처음 판계시 콘돔율 사용했습나까? 29 

1) 口 사용했다 2) 口 사용하지 않았다 

52-3. 그 당시 누구와 같이 만났습니까? 30 

1)口고둥학교친구 4) 口군대친구 
2) 口 대학교 친구 5) 口 나 혼자 
3) 口 대학교 션후배 6) 口 기타(누구 



220 

53. 진남윌년갚 몇명의 우연히 만난 여자와 생관계를 가졌습니까? 31 

1) 口 없다 4) 口 6-9명 
2) 口 1-2명 5) 口 10명이상 
3) 口 3-5명 

54. 죄놔윌념갚 몇 번이나 우연히 만난 여자와 생관계률 가겼습니까? 32 

1) 口 없다 4) 口 6-12번 
2) 口 1-2번 5) 口 12언이상 
3) 口 3-6번 

55. 전남윌년갚 우연히 만난 여자와 성판계률 가졌율때 얼마나 콘돔을 사용 33 

했습니까? (퍼센트로 계산) 
1) 口 사용 안했다 4) 口 75% 정도 
2) 口 25% 정도 5) 口 거의 100" 
3) 口 %‘ 정도 6) 口 성관계가 없었다 

5~. 현재까지 당신이 기억하는 한. 전부 몇명의 우연히 만난 여자와 성란계를 34 

가졌습니까? 
모두명 

57. 지금까지 우연히 만난 여자와 생행위시 어느 정도 콘톱율‘사용해 보셨습니까? 35 

1) 口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4) 口 대부분 사용했다 
2) 口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5) 口 성교때마다 항상 사용했다 
3) 口가륨사용했다 

58. 마지막으로 우연히 만난 여자와 생관계를 가진 것이 언제입니까.? 36-37 

1) __ 년 ----월 
2) 口 l희 생판계 뿔이다 (* 59번 질문으로 가시오) 

58-1. 그 당시 누구와 갈이 만났습니까? (전부 표시하시오 38-39 
1) 口 고둥학교 친구 4) 口 군대 친구 
2) 口 대학교 친구 5) 口 기타 (누구 
3) 口 대학교 션·후배 

58-2. 마지막 생관계시 술율 마셨습니까? 40 
1) 口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 58-4밴 질운으로 가시오) 

58-3. 얼마나 드셨습니까? 41-42 

소주 ---영. 맥주 ----영 

58-4. 마지막 우연히 만난 여자와의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했습니까? 43 

1) 口 사용했다 2) 口 사용하지 않았다 

59. 당신은 이생(여자)과 동거한 경험이 있습니까? 44 

1) 口 있다 
2) 口 현재 동거중 
3) 口 없다 (* 60번 질운으로 가시오) 

59-1. 동거하는 이생(여자)과 생행위률 혐l 척이 있습니까? 45 

1) 口 있다 2) 口 없다 

59-2. 이생(여자)과의 동거기간은 션부 합해서 얼마 동안이 됩니까.? 46-47 

총 --년 --개월 



60. 지금까지 당신과 생행위률 가진 상대방 어생이 임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1) 口 있었다 
2) 口 없었다 (* 61번 질문으로 가시오) 
3) 口 생교경험이 없다 (* 65번 질문으로 가시오) 

60-1. 지금까지 모두 몇 번이나 상대방 여생이 입신을 하였습니까? 
번 

60-2. 그 임신의 결과로 출생한 아이가 있었습니까? 
1) 口 있었다 2) 口 없었다 

61. 당선은 생병에 감염된(걸린) 척이 있었습나까? 있다면 몇번이나 걸렸습나까? 
1) 있다→번 2) 口 없다 (* 64번 질분으로 가시오) 

62. 마지막 감염된 성병은 언제 걸렸습니까? (한번 걸렸먼 사람도 해당됩니다) 
1) 19 년 --월 (본인 나이 만--세 때)에 걸렸었다 
2) 口 현재 걸려 있다 

62-1. 

62-2. 

62-3. 

62-4. 

62-5. 

62-6. 

그 생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口 임질 
2) 口매륙 
3) 口 비입균성 요도업 

4) 口 기타(무엇 
5) 口모르겠다 

그 생병은 누구로부터 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口 결혼율 약숙한 여자 8) 口 울락여생(창녀) 
2) 口 친구， 애인 9) 口 콜걸 
3) 口 친척 10) 口 이발소 여종업원 
4) 口 가정부 11) 口 안마시술소 여자 
5) 口 다방여자 12) 口 기타(누구 
6) 口 우연히 만난 여자 13) 口 모르겠다 
7) 口 술집 여자 

그 당시 생행위률 할때 콘돔율 사용했습니까? 
1) 口 사용하지 않았다 3) 口 사용중 빠졌다 
2) 口 바트꺼 사용했다 4) 口 사용중 터졌다 

그 당시 생행위 전에 술율 드셨습니까? 
1) 口 마셨다 2) 口 안마셨다 

그 당시 생영에 갑염된 것융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 口 생기에 이상한 충상이 나타나셔 
2) 口 신체검사률 롱하여 
3) 口 병의원에셔 검사률 받고 나서 
4) 口 생행위률 한 상대가 의심스러워 검사률 받고 나서 
5) 口 생행위 상대자가 겁사률 받아 보라고 해서 
6) 口 기타(어떻게 

그 당시 생명율 치료 밭으러 제일 처읍 어느 곳율 가셨습니까? 
1) 口 약국 
2) 口 영 의원 
3) 口 보건소 
4) 口 기타(어디 
5) 口 치료받지 않았다 (* 63번 질문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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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첫번째 치료받은 곳에서 그 성영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까? 62 

1 ) 口 그렇다 
2) 口 아니다 (* 63언 질운으로 가시오) 
3) 口 모르겠다 

62-8. 그당시 당선이 그 성영율 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63 

1) 口 약국 4) 口 기타(어다 
2) 口 병 ·의원 5) 口 완치되지 않았다 
3) 口보건소 

63. 당신은 생병에 걸린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64 

1) 口 있다 2) 口 없다 

64. 당신은 성행위 천후에 생영예방율 우l하여 어뻔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하섭시오. 

64-1. 성행위 천 65-66 

1) 口 아무 조치도 안했다 
2) 口 항생제를 먹었다 
3) 口주사률 맞았다 
4) 口 콘돔율 사용하였다 
5) 口 기타(무엇 

64-2. 생행위 후 67-68 

1) 口 아무조치도 안했다 
2) 口 항생제를 먹었다 
3) 口주λ}를 맞았다 
4) 口 생교후 륙시 소변율 보았다 
5) 口 성교후 륙시 성기률 비누물로 씻었다 
6) 口 기타 (무엇 

※ 다읍 질문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을 口칸에 V표 하거나 --칸에 찍어 주십시모. 

65.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69 

1) 口 칙창환fl 5) 口 학교문제 
2) 디 가정문제 6) 口 기타(무엇 
3) 口 이생문제 7) 口 고민거리가 없다 
4) 口 결혼문제 

66. 당신은 성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상은 것이 있습니까? 헤당되는 곳에 70-76 

모두 V표 하십시오 '77 
1) 口 자위행위(수읍 5) 口 남녀의 생식기능에 관한 것 
2) 口 생척충동(욕구 6) 口 성병/에이즈 
3) 口 이성교제 7) 口 기타(구혜적으로 
4) 口 피입방법 8) 口 없다 

67.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성문제에 대하여 상답율 원하십니까? 78 

1) 口 매우 원한다 3) 口 원치 않는다 
2) 口 원한다 4) 口 고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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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마지악므로 타고난 성향과 종교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피곤하시겠지만 필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사항: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대한 것입니다. A 와 B 두가지 중에서 

답안율 비교. 하나만 선택하여 V표 하여 주십시오 

68-l. 口 A 나는 춤， 슐은 물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장소에서의 만남옳 률긴다 E7 
口 B. 나는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만남율 률긴다. 

68-2. 口 A. 나는 생판계에 있어서 자유릎방한 사람률율 싫어한다 8 
口 B. 나는 생관계가 자유분방한 사람들율 좋아한다. 

68-3. 口 A. 나는 술이나 담배가 잘 맞지 않는다 9 
口 B. 나는 때때로 솔과 답배률 률긴다. 

68-4. 口 A. 나는 이것 져것 경험만율 놓이는 데에는 큰 판심이 없다 10 
口 B. 나는 조급은 상식에 어굿나는 놀랍만한 일이라도， 그러한 새롭고 

감각척인 경험올 좋아한다. 

68-5. 口 A. 나는 섹시한 이생과 데이트하기률 원한다. 
口 B. 나는 대화가 통하는 이생과 데이트 해l률 원한다. 

68-6. 口 A. 남자라면 결혼 전에 충붐한 생척 경험이 있어야 한다 12 
口 B. 성척 경험은 결혼하여 아내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68-7. 口 A. 요즘 영화에는， 대체적으로 생적인 묘사가 너무 많다 13 
口 B. 요즘 영화는 생적인 장면이 많아 볼 맛이 난다. 

69. 당신의 총교는? 14 

1) 口 기톡교 4) 口 기타 (무엇 
2) 口불교 5) 口 없다 (* 73번 질문으로 가시오) 
3) 口 천주교 

70. 당신은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예배 둥)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15 

1) 口 없다 5) 口 한탈에 2-3번 
2) 口 l년에 1-2번 6) 口 일주에 1번 
3) 口 1년에 3-4번 7) 口 일주에 1번 이상 
4) 口 한탑에 1번 청도 

71. 탕신에게 있어 다옵의 사항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중요하지 약간 

충요하다 
매우 

-않단- 좋욕한단 효요한단 

71-l. 큐칙척으로 종교활용11 @口 @口 @口 @口 16 

참석하는것 
71-2. 일상생활율 행하는데 있어셔 @口 @口 @口 @口 17 

종교의 교리(믿읍)에 따라 
생활하는것 

71-3.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융때 @口 ￠口 @口 @더 18 

기도률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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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술과 생척인 유휴융 자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율 19 

춘다고생각하십니까? 
1) 口 철대척인 영향올 준다 
2) 口 많은 영향율준다 
3) 口보롱이다 
4) 口 거의 영향융 주지 않는다 
5) 口 천혀 영향옳 주지 않는다 

13. 융으로， 이생운제나 성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 친구률이 느 
끼고 있는 운쩨나 고민거리， 원하는 상담이나 생교육 내용， 정부나 우리 사회에 바라 
는 의견 퉁이 있으면 무슨 내용아든 간에 솜김없이. 솔칙하께 써 주십시오. 도옵이 되 
도륙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끝까지 용답빼 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

※ 기륙이 빠진 곳이 있으면 픽 칙어 주시고 학과사무싫이나 조교 
또논 과대표에게 쩨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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