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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Ajzen (1981)의 계획적 행위이론을 토 로 미혼남녀의 피

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요인을 추가하여 확장된 TPB 모형을 구축

하였다. 피임행위를 예측하는 외생변수는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 성관

련 콘텐츠 노출이고, 내생변수는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

범,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

된 가설적 모형은 8개의 이론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변수는 10개이다. 

가설적 모형을 검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4월 16일 

까지 서울, 경기, 구 및 부산 등 4개의 도시에서 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있는 20  이상의 미혼남녀를 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66부(남성 180부, 여성 186부)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분석에는 SPSS 20.0 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총 15개의 경로 중 11개의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남성의 경우 = 34.65, GFI= .96, Normed = 1.58, 

RMSEA= .06, NFI= .95, CFI= .98, IFI= .98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 40.48, GFI= .96, Normed = 1.84, RMSEA= .07, NFI= .93, CFI= 

.6, IFI= .97로 두 집단 모두 권장수준을 만족하였으므로 가설적 모형의 수

정 없이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피임행위에 하여 49.1%와 46.6%의 설명

력을 가지며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선행요인

으로써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

의도를 통하여 피임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임신위험지각과 성역할 태도는 피임에 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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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위험지각과 성역할 태도는 피

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

은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피임의도와 피

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위험지각은 피임

에 한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위험지

각과 성역할 태도는 피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과 피임 자기효능

감은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피임의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피임행위를 증진시키는 위하여 피임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남녀의 성역할 인식과 성에 한 가치관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한 성교육이 피임실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미혼남녀, 피임행위, 계획적 행위이론, 구조모형

학   번 : 2009-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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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 사회를 사는 미혼남녀에게 성 경험은 단순히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 사랑과 성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성과 상호작용하며, 나

아가 성적 주체성을 형성한다(장수정, 2005; 조주연, 한승의와 송미승, 

2006).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면 혼전에 성관계

를 가져도 무관하다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초 성경험을 

하게 되는 연령이 학을 입학하게 되는 20  초반으로 나타났다(손애리와 

천성수, 2005; 이임순, 최규연, 차상헌, 박혜연과 이정재, 2010; 허태균과 

조자의, 2007; 황신우와 정재원 2012). 이들의 성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이 

임신 가능성과 생식기 감염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피임

에 한 준비 없이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양동옥, 2011). 

현재 성 개방 풍조 속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안전한 성생활(safer 

sex)을 부각시키고 교육하는 것이다(조주연 등, 2006). 이를 위해 성관계 

시 지속적인 피임실천이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이다. 2011년 수립된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을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임신과 인공임신중

절 횟수의 증가가 중심이 된 미혼남녀의 생식건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

고 있다.

혼전 성관계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성교육

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혜원, 임은숙과 김남선, 2010; 이종경, 2010; 조은

정, 200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등 피상적인 내용

만 있을 뿐, 올바른 피임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은 간과되어 왔다. 특히, 

연령별, 성지식 수준별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성교육만으로 적

극적 피임실천을 기 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피임실천을 통해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자의 필요를 간과한 성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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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보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피임행위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인을 찾아 피임행위 경로를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피임행위를 연구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

의 집단 간 차이에 한 부분이다. 피임행위는 개인의 사회․심리적요인과 함

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잡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에서는 남녀를 하나로 범주화하여 연구하였다(Pesa, Turner, 

& Mathew, 2001; Salabarria-Pena, Lee, Montgomery, Hopp, & 

Muralles, 2003; Wang, Cheng, & Chou, 2008a).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

른 상황과 요인을 가지고 있기에 각기 다른 집단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즉 성차에 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이에 적합한 성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행위변화를 설명하는데 광범위하

게 사용된 Ajzen (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TPB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근간으로 개발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행위를 설

명하기 위해 연구, 응용되고 지지되어 왔다. TPB는 행위변화에 있어 인간

의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특정 행동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면 그 행동에 한 의도가 증가하고 또 실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콘돔사용이나 피임과 관련

된 많은 연구에서 계획적 행위이론의 개념들을 토 로 피임행위를 설명하

고 있다(강희선, 2001; 김명희, 1997; 김미종, 2001; Albarracin, Johnson, 

Fishbein, & Muellerleile, 2001; Alvarez, Villarruel, Zhou, & Gallegos, 

2010; Beadnell, Baker, Gillmore, Morrison, Huang, & Stielstra, 2008; 

Cha, Kim, & Patrick, 2007). 

그러나 행동의 종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Fishbein, 2008; Glanz, Rimer, & Lewis, 

2009), 인간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TPB의 기본 모형만으로 주관적 

행동 통제가 어려운 피임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미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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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피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커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건강행위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인지하는 임신에 한 

위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변

수들의 영향력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피임실천을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수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이해한 피임행

위에 한 면 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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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

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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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피임행위 

• 이론적 정의: 성관계의 결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Oxford 사전).

• 조작적 정의: 최근 6개월 동안의 피임행위 지속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미종(2001)이 개발한 피임행위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

수록 피임행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임의도

• 이론적 정의: 개인이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종류의 피임이든지 사

용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성관계 시 얼마나 자주 피임을 할 

것인지”를 물은 한 개의 문항을 점수화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피임의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3) 피임에 한 태도

• 이론적 정의: 피임행위에 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을 의미

한다(Ajzen & Fishbein, 198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강희선과 장순복(2004)의 콘돔 사용 태도 

측정도구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

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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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 이론적 정의: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는 사람이 피임행위에 

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 조작적 정의: Primack, Switzer과 Dalton (2007)이 개발한 주관적 규

범 측정도구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5) 피임 자기효능감

• 이론적 정의: 피임행위를 가능하게 할 개인 스스로의 확신의 정도를 의

미한다(Ajzen, 1991).

• 조작적 정의: 강희선(2001)이 개발한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

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임신위험지각

• 이론적 정의: 임신위험지각은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 될 가능성에 한 주

관적인 인지정도를 의미한다(Witte, Cameron, Mckeon, & Berkowits, 

1996).

• 조작적 정의: Witte 등 (1996)이 개발한 위험행동진단 도구(The Risk 

Behavior Diagnosis Scale, RBD)를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임신에 한 위험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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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역할 태도

• 이론적 정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를 의

미하며, 더불어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 와 규범을 의미한다

(Osmond & Martin, 197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Osmond과 Martin (1975)이 개발하고, 문영

표(1989)가 번역한 성역활 태도 측정 도구(Sex Role Attitude, SRA)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의미한다. 

8) 성관련 콘텐츠 노출

• 이론적 정의: 중매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내용에 노출되는 정도

를 의미한다(Peter & Valkenburg, 2006).

• 조작적 정의: Peter와 Valkenburg (2006)이 개발하고, 최명일(2009)

이 한국어로 번역한 성관련 콘텐츠 이용 정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많

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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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

고찰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혼남녀의 성에 해서 고찰하고, 둘째 피임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남녀 차이를 고찰하고, 셋째 연구의 이론적 기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피임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계획적 행위이론에 해

서 살펴보았다.

1. 미혼남녀의 성에 한 이해

1) 성의 개념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에 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성은 생물학적 관점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산물로 정의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임행위에 관한 남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에 한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구성론적 관점으로써의 

성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크리스티안 노스럽, 2000). 

먼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의 성(sex)은 생식의 기능과 관련

이 있다.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

이가 결정된다. 즉 호르몬의 메커니즘에 의해 남성은 성적 자극에 해서 

바로 흥분하고, 여성은 다소 느린 차이점이 있다(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2010). 이러한 생물학적 성의 양면성은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실천에 영

향을 주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성적 흥분이 부분 물리적 자극에 따른 반

사적 행동이며, 시각적 흥분에 강하기에 피임이 결여된 쾌락주의의 성관계

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의 주체가 되기 때문

에 피임실천을 통하여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남녀 동일하

지만, 부정적인 결과인 임신의 가능성은 여성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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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주제는 현 사회에서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정의되어진

다. 즉 다양한 성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gender)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코드화를 통해 지배적 남성과 종속적 여성이라는 개념

으로 간주된다. 박수선(2004)의 연구에서, 섹슈얼리티를 형성하는 과정에

서 남성과 여성간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의 근간은 가부장제

였다. 남성은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위치로 상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정의된 성은 다양한 종류의 성에 

한 담론들, 즉 피임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행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황신우와 정재원(2012)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여성의 경우 성관계의 상

황에서 남성이 피임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적

극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남성이 담당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사회화 과

정을 통해 여성의 피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

과이다(김영기, 2011; 이민희와 최상진, 2005). 즉 피임주체에 한 전통적

인 편견이 그 로 남아있는 한 여성은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을 주장하기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관계의 조화와 원만함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는 성관계

의 상황에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허태균

과 조자의(2007)의 연구에서 피임요구 시 상  파트너와의 인간관계가 위

협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파트너에게 피임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성과 더불어 환경과의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성의 개념은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혼의 성

현 시 의 성 개방의 분위기에서 혼전 성관계의 옳고 그름에 한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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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논외의 주제이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는 사회․제도권 내에서 결혼

을 기준으로 성행동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솔직하고 능동적으로 

성을 하는 다양한 문화적 매커니즘을 통해 드러난다(이임순 등, 2010). 

미혼남녀의 혼전 성경험 증가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두드러진 결혼 지연 현상은 혼전 성경험을 증가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전국 결혼 동향 조사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김혜영, 

선보영과 김상돈, 2010). 따라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상 적으로 자유

롭게 이성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혼전 성경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된다(권태환, 전광희와 조성남, 1996). 둘째, 이러한 결혼 지연 

현상은 교육수준 및 경제력과 연관이 있다(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학력

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전문직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경제적

인 독립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선행

연구를 통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

자보다 성경험율이 높았다는 결과(최정현, 신경은과 신미아, 2010)는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셋째, 최근 두드러진 소셜 네트워크의 중화로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원활한 인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예

전보다 더 많은 혼전 성경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동거문화가 매체를 통해 조장되

고 실제로 20  미혼남녀의 60.5%가 동거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혼전 성관계에 한 성 개방 풍조의 다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통

계청, 2013). 

이러한 미혼남녀의 여러 특성들은 성관계 비율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

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가량이 혼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

해, 미혼성인의 경우 남성의 38.2%, 여성의 10.9%가 성경험을 했고(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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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등, 2000), 이임순 등(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34%가, 황신우

(2009)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85.4%, 미혼여성의 56.1%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서 미혼남녀의 성은 이제는 은 하고 감추어야 

하는 행위가 아닌 개인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혼의 성문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성 인식의 변화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증가시켰

다. 무엇보다 중문화에서 그려진 성의 상품화 현상은 건강한 방법의 성 

경험과 성숙을 갖기 보다는 잘못된 성충동의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데이트 

중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폭행, 피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 최근 이슈

가 된 사후 피임약에 한 논란은 현재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한국

여성의전화,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에 따르면 미혼의 28.4~51.8%가 피임하지 않

고 성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적절한 피임실천이 혼전 성경

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인해 초래되는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직면하는 미혼남녀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주연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유산의 결과로  신체적 문

제뿐만 아니라, 아기에 한 죄책감, 장래 결혼에 미치는 부담감 등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혼모가 되거나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설령, 아이로 인해 결혼을 선택

했을 지라도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갈등요인이 많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권태환 등 1996; 장수정, 2005). 

한편, 개방된 성문화와 그로 인해 성의식의 수준이 변했지만 아직까지 남

아있는 혼전 성경험에 한 이중 잣 는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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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여하였다(김해중, 2005; 장수정, 2005). 즉 혼전 성관계에 해 미

화하면서도 결혼 밖의 임신에 한 사회적 비난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한 

두려움이 컸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조주연 등, 2006). 

2. 피임행위의 영향요인

1) 피임에 한 태도

태도란 개인이 행위에 해 내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

한다. 이러한 태도는 부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ㆍ문화적으로 다양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피임에 한 태도는 개인이 

피임행위에 해 내리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로 피임행위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검증된 바 있다(Ajzen & Fishbein, 1980).

피임에 한 태도를 고찰하기에 앞서 피임행위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신

념(belief)에 해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헌에 따라 피임에 

한 신념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한미정(2007)의 연구에서는 콘돔사

용에 한 부정적인 태도가 콘돔실천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콘돔사용은 남성 파트너로부터 정숙하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을 

줄 것 같고, 남성의 경우 콘돔을 소지함으로 상 방이 자신을 난잡한 사람

으로 여길 것 같다는 부정적인 태도들이 피임의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들이 피임실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요인

으로 설명되고 있다(정윤지, 2008; 조주연 등, 2006; 허태균, 한민과 김연

석, 2004).

즉 피임에 한 신뢰성, 효과성 등의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정서적 평가뿐

만 아니라, 피임에 한 사회적 편견, 이미지 손상, 피임협상과 피임도구 구

매 시 경험하는 당혹감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평가 모두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에 영향을 준다.

콘돔사용에 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지라도 실제 행위에는 불일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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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도 하지만(허태균과 조자의, 2007),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피임

에 한 긍정적인 태도가 실제 피임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정현, 김경은과 신미아, 2010).

2)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 수행 여부에 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이다. 따라서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는 사람이 피임

행위에 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선행연구에 의하면 피임행위에 한 주관적 준거자로서 가족, 친구 혹은 

동료, 의료 전문가, 주된 파트너의 피임에 한 지각이 피임행위를 예측하

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박지현과 김태현, 2005; Miller, 2002; Ali, 

Amialchuk, & Dwyer, 2011; Yee & Simon, 2010). 특히 미혼성인에게 

가장 강력한 준거인은 친구 혹은 또래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친구로부터 전

해들은 간접정보를 통해 성과 피임에 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Ali, 

Amialchunk, & Dwyer, 2011; Kim & Free, 2008). 또 다른 준거인으로는 

주된 성관계 파트너를 들 수 있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성관계의 상황

은 남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파트너가 피임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관건이다. 즉 성 파트너가 피임에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

진다면 피임실천율이 높았다.

3) 피임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

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즉 자신의 능력에 한 긍

정적인 지각과 내적인 힘이며 학습되어지며 개별적인 것이다. 자기효능감

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인자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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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신념(belief)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피임하는 것(Kinsella, Crane, Ogden, & 

Stevens-Simon, 2007), 피임하기를 파트너와 얘기하는 것(박지현과 김태

현, 2005), 파트너가 피임을 거부할 지라도 피임하기를 주장하는 것, 계획

하지 않은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하는 것(Brafford & Beck, 1991) 등으

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들이 피임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구성요

인으로 나타났다(Bore & Mashamba, 2007; Mahoney, Thomb, & Ford, 

1995).

피임 자기효능감과 피임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

한 사람일수록 피임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려는 중재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피임실천을 하고 있었다(Alvarez et al. 2010; Cha et al., 2007; 

Munoz-Silva, Sanchez-Garcia, Nunes, & Martins, 2007). 따라서 자신

이 피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피임실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임실천의도를 통해 행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주었다(이혜경, 2010; Godin, Gagnon, Lambert, & Conner, 2005). 

4) 피임의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하는 개인의 의도는 행위를 결정하는 요

인으로 많은 건강관련연구에서 검증되었다(Ajzen & Fishbein, 1980). 또

한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선

행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Cha et al., 2007; Fishbein, Hennessy, Yzer, 

& Douglas, 2003; Wang, Cheng, & Chou, 2008a).

기존의 연구에서 의도와 행위간에 중등의 관계가 있다고 입증하고 있는

데, 강희선(2001)의 연구에서 실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 긍정적인 의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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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지에 의해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성관계의 상황이나 피

임행위에 한 연구들에서 피임 실천에 해 주관적으로 갖는 의도가 피임

행위와 언제나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만으로 행위를 설명하거나 예측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obbis & Sutton, 2011). 그 

이유는 음주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황신우, 2009), 파트너의 영향(안양희, 

2005; Alexander, Coleman, Deatrick, & Jemmott, 2012), 그리고 피임

에 한 지식부족이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유계숙과 강수향, 

2010; 정유미, 2004).

한편 의도와 행위 간의 상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도를 측정하는 방법

론적인 측면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의도와 행위를 한시에 측정하기도 하

나 이는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의 경우 과거의 피임행위

와 현재 의도와의 관계를 측정하여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검증이 여전히 피임의도와 피임행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정유미, 2004; 허태균 등 2004). 그 이유는 피임의도를 측정

할 때 피임기술(Alvarez et al., 2010)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했기 때

문이다(Fishbein, 2008). 따라서 피임을 하려는 의도에 이은 실제 피임행위

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5) 임신위험지각

건강행위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떤 특정 질병에 한 개인의 발생 

가능성 인지와 심각성 인지는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과 관련된 주제에서 임신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허태균과 조자

의, 2007). 임신 가능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혹은 실제 배란기의 상

황에서 피임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임신에 한 위협을 크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허태균 등, 2004). 따라서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분석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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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데 있어 임신의 위험성을 지각하는 정도는 피임행위를 예측하는 중

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선행 질적 논문에서 미혼남녀들이 임신위험을 지각하고 있을 지

라도 지식부족, 통제력 부족, 의도부족 등의 이유로 피임을 적극적으로 실

천하지 못하고 있었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이들은 혼전 성관게 후 생

리가 늦어지거나, 임신 가능성을 전제로 병원을 다녀온 경험이 있은 후 비

로소 피임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정윤지, 2008). 여 생의 피임행위 주

관성을 연구한 조주연 등(2006)의 연구에서는 피임을 안 했을 경우 가장 걱

정되는 문제가 임신이며 따라서 피임행위를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6) 성역할 태도

현 사회를 사는 미혼남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여러 

측면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 중 성 가치관은 서구의 성 개방 풍조

와 기존의 보수적인 규범의 충돌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중 괄목할만한 이

슈는 혼전 성관계와 피임실천에 한 논의이다. 혼전 성관계의 선택이 결혼

의 여부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미로 바뀌어 가는 것은 여러 연

구를 통해 밝혀진 현상이다(정희정, 2001). 따라서 피임행위 강조 등 안전

한 성행위의 이해와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한편, 미혼남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피임실천을 성공적

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장수정, 2005; 정윤지, 2008; 

Villarruel, Jemmott, Jemmott, & Ronis, 2007). 이는 이민회와 최상진

(2005)의 연구에서 성관계의 상황에서 남성이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콘돔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했으

며, 정윤지(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정숙한 여자’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임실천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조적으로 남

성은 콘돔에 이질감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사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장수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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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성 주도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구조에서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은 지배와 통제라는 고정관념과 결합되고 이는 피임행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태균 등, 2004). 또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일수록 피임의 상황에서 남성에게 순종적이며 피임하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즉 남녀를 구분하여 남성

은 지배적이고 우월한 위치에, 여성은 종속적이고 열등한 위치에 속하는 것

이 당연하다고 규정해온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남녀의 피임행위에도 그 로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Baumeister & Mendoza, 2011).

이처럼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성역활 태도가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을 고려해 볼 때(이민희와 최상진, 2005; Fishbein, 2008) 비록 제한된 연

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성과 관련된 문화적인 특성이 피임실천행위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7) 성관련 미디어 콘텐츠

성관련 미디어 콘텐츠란 중매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내용(sexual 

content)을 말한다. 과거에는 음란 영상물이 전부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매

체와 경로를 통해 미혼남녀들의 성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성관련 미디어 콘텐츠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TV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 포함된 성적 내용(sexual content)의 비율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재웅과 조의진(2009)의 연구에서 조사 상 40개 프로그

램 중 30개, 즉 75%의 프로그램에 성 콘텐츠가 포함되었고, 구체적 내용으

로는 신체 특정 부위 노출이 53%,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26%

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성 행위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성(性)관련 내용이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현재 숙고해 보아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성 콘텐츠 노출에 한 걱정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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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성적 내용의 무분별한 노출이 미혼남녀들에게 끼

치는 부정적인 측면 때문이다(안정민, 2008; 조주영과 김영희, 2004). 내용

적인 측면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미화하거나 피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있기에 특히 성적 호기심이 활발한 젊은 남녀들에겐 성에 

한 왜곡된 인식이나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백미숙과 강명구, 

2007; 양소정, 2010a; Bleakley, Hennessy, & Fishbein, 2011; Bleakley, 

Hennessy, Fishbein, & Jordan, 2009; Bleakley, Hennessy, Fishbein, 

& Jordan, 2011; Brown et al., 2006). 황신우와 정재원(2012)의 연구에

서 상자들은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에 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의 촉발제

로 매체에서 그려지고 있는 성 콘텐츠의 노출을 꼽았다. 더군다나 성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책임감에 한 내용이 거의 전무하기에 자연스럽게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성 행동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밝혔는데, 심재웅과 조의진(2009)은 케이블 TV 혹은 영화

를 통한 성콘텐츠 노출이 많았던 청소년일수록 성관계는 만나자마자 가능

한 것이며 성폭력도 용인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에 한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낙태에 한 관 한 입

장을 취하는 것이 관찰되었다(박윤창, 김근영과 윤진, 1995). 황신우와 정

재원(2012)의 연구에서 미혼성인들은 매체를 통해 접한 성 표현물로 인해 

성문제에 하여 왜곡된 지식을 학습하고 있었다. 특히 피임의 상황과 임신

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콘돔사용을 권장하는 시트콤을 통해 콘돔 사용에 한 긍

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Collins, Elliott, Berry, Kanouse, & 

Hunter, 2003)와 콘돔을 사용토록 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된 상자가 그렇

지 않은 상자보다 콘돔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정, 2007; 

Farrar, 2006)

Brown, Halpern과 L’ Engle(2005)의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정보 획

득 통로로 미디어를 “super peer”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또래집단과 

견줄만한 성 정보 전달 역할을 미디어가 하기 때문이다. 조주영과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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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는 성과 관련된 지식을 얻는 주된 수단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중영

상매체하고 하여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성과 피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관련 콘텐츠에 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청소년학, 그리고 언론학에서 이루어졌다(심재웅, 2010; 심재

웅과 조의진, 2009; 황명희송, 김종민과 문인옥, 2008). 상자 역시 청소

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  미혼남녀의 많은 숫자가 다른 사람

과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성콘텐츠가 어떻게 피임행위에 영향을 끼치

는지에 한 과학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분의 연구가 

자기보고에 근거한 성콘텐츠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측정 도구

의 내적, 외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임실천에 미디

어의 영향을 고려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태도, 주관

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간접적으로 피

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성관련 콘텐츠 노출에 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

요하다(조주영과 김영희, 2004; 최명일, 2009).

3. 계획적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지금까지 콘돔사용이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

이 제시되었는데,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 사회인지이

론(Social Cognitive Theory),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표적인 모델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 중에서 Ajzen (1991)에 의해 제안된 계획적 행위이

론은 사람들이 완전한 자발적 통제를 갖지 못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

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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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는 Ajzen & Fishbein (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으로부터 발달한 이론

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사람은 ‘합리적 행위자’ 로 간주한다. 따라서 행동

이 개인의 자발적 통제 하에 있다면 의도는 실제 행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예측변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의해 행동을 실행하거나,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적인 방해요인이 발생하거나, 혹은 적절한 기술

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행동의도만으로 

실제행동을 예측하기란 어려움이 따른다(Cow, Posner, Sangi-Haghpeykar, 

2010; Giles, Liddell, & Bydawell, 2005; Wang & Chiou, 2008). 이러한 

이유로, Ajzen (1991)은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Bandura 

(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과 유사한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개념을 포함시켜 계획적 행위이론을 개발하였다. 계획

적 행위이론은 실제 행위(Behavior)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의도

(Intention)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 가지 변수인 행위에 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의도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Figure 1).

Figure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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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에서 계획적 행위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

지만, 성관계 등 때로는 개인이 행동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

고자 할 때는 제한점이 있었다. 특히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건강행위를 하지 않는 결과에 한 다양한 설명이 도출되어야 한다. 

반면, 계획적 행위이론은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Fishbein & Ajzen, 2009). 즉, 

이들 변수들은 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한다. 이처럼 상

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배경적인 변수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TPB 모델을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된 외부변수들은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등이다(Fishbein 

et al., 2001; Fishbein & Yzer, 2003;  Montano, Kasprzyk, von 

Haeften, & Fishbein, 2001; Rhodes, Stein, Fishbein, Goldstein, & 

Rotheram-Borus, 2007; Villarruel et al., 2007). 즉, 이러한 외부변수는 

행동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

로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까지 계획적 행위이론은 흡연(김태욱, 2002; 박선애, 2006), 운동(김

정희, 2009), HIV 예방행위 및 콘돔사용(허태균 등, 2004; Alvarez et al., 

2010; Heeren, Jemmott Ⅲ, Mandeya, & Tyler, 2007), 유방 엑스선 검

사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는 TPB의 기본 모델을 

적용하여 반복 검증한 연구에서부터, 기본 모델에 외부변수를 확장하거나 

내부변수를 변경하는 연구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문헌고찰을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

음과 같다. 피임의도 및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인 임

신위험지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임신에 한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의 결과로 초래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여

성에게 더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태도는 미혼남녀 모두에

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무의식속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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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태도는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실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환경적 요인인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남성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정도가 더 많았으며 이는 피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계획적 행위이론의 개념인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

감 및 피임의도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지만, 연구결과의 일관성

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미혼남녀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남녀 각

각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요인과 피임행위의 관계를 명확하게 검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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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확장된 계획적 행위이론(Extended TPB) 개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계획

적 행위이론을 연구 모형의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TPB의 기본모형만으

로 피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피임행위는 성관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피임을 

개인의 단독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여성 상호관계에서 동반되

는 행위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송주은과 채현주, 2010; Harvey & 

Henderson, 2006). 따라서 성관계 파트너의 피임에 한 인식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는데 반해, 기존 TPB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의도를 변수로 제시하였기에 피임행

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둘째, 미혼남녀의 성관계의 상황에서 임신의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부분이다. 즉 임신의 위험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피임행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TPB의 모형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Glanz et al., 2009). 그러므

로 임신위험에 한 지각 정도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임신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은 상자와 행동의 종류에 따라

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자인 20-30  미혼남

녀가 개인의 자발적 통제가 어려운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행위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인 성역할 태도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직․간접적으

로 행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혔다. 

위의 내용을 토 로,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개인 뿐 아니라 상 방에 

의해 통제되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임신위험지각, 성역활 태도,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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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콘텐츠 노출을 선행변수로 추가하여 TPB를 확장시켜 모형을 구축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선행 질적연구와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TPB를 

확장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예측하는 선행 

변수인 임신위험지각, 성역활 태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피임에 한 태

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과 피임의도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

음과 같다(Figure 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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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TPB 모델과 문헌고찰을 이용하여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Figure 3). 

내생변수는 피임행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이며 내생변수의 측정변수는 총 7개이다. 또

한 외생변수는 총 3개로 임신위험인지, 성역활 태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을 

포함하고 이들의 측정변수는 5개이다.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간의 관계설

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선행변수로 임신위험지각을 포함하였다. 이는 개인에게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한 인지는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에 근거하였다(Witte et al., 1996). 따라서 혼전 성관계의 결과로 발

생할 수 있는 임신위험은 미혼남녀가 피임행위를 하게하는 동기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어 선행요인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하였다(송주은과 채현

주, 2010). 즉 미혼남녀가 임신위험을 더 많이 인지할수록 피임을 실천하려

는 것에 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어 피임행위를 잘 할 것이라는 가정

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은정, 2006).

둘째, 선행변수로 성역할 태도를 포함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

의 역할에 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를 의미한다(Osmond & Martin, 

1975). 피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은 여전히 기존 남성중심 

사회구조에서 구분되어진 역할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

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특히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성문화를 내면화하

고 있기에 여성은 콘돔사용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성은 콘돔사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지, 2008; 허태균 등, 2004). 따라서 남성의 경

우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할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고 여성의 경우 전통

적인 성역할에 한 인식이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포

함하였다(허태균 등, 2004). 

셋째, 선행변수로 성관련 콘텐츠 노출을 포함하였다. 성관련 콘텐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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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질수록 피임에 하여 긍․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Morgan, 

2011), 이는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정적인 성

관련 콘텐츠에 노출되면 피임에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반

로 피임실천을 강조하는 매체에 노출된 경우 피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한미정, 2007; Collins et al., 2003). 이외에 성

관련 콘텐츠 노출이 많은 상자는 피임실천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적 요인

을 통하여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넷째, 가설적 모형의 나머지 경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TPB의 기본

변수간의 관계 경로임으로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Fishbein 

et al., 2001; Fishbein & Yzer, 2003; Villarruel et al., 2007).

다섯째, 피임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녀 각각 다르다는 

가정을 포함하였다(조은정, 2006; 허태균 등, 2004).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TPB를 확장하여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설

명하기 위하여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 성관련 미디어 콘텐츠 노출을 

외부변수로 포함되었으며,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

임 자기효능감, 피임의도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적 과정으로써 

내생변수인 매개변수로 포함되었고, 피임행위는 결과변수로서 가설적 모형

을 구성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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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가설적 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피임에 한 태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임신위험지각은 피임에 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성역할 태도는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한 태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임신위험지각은 피임에 한 주관적 규

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성역할 태도는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한 주관

적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피임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임신위험지각은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성역할 태도는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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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피임의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피임에 한 태도는 피임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은 피임의 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남성과 여성 개별 집단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5) 피임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별 피임의도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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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계획적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한 문헌고찰을 토 로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성경험이 있는 미혼

남녀에게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동안 성경험이 있는 20  이상의 미혼 남녀를 연구

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성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만 20세 이상 미혼남녀

2) 최근 6개월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에서는 200이상을 

이상적인 표본크기로 제안하고 있다(배병렬, 2009). 또한 측정변수의 수에 

따라 표본크기를 계산하는데 변수 당 15명을 권장하기도 한다(Stevens,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10개이므로 15배인 150명 이상을 기

준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의 특성 상 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있는 상자

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설문지와 더불어 연구 상자에 한 설명지를 

함께 첨부하여 성경험이 있는 상자만 자료에 포함시킬 것임을 설명하였

다. 결과적으로 총 413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고,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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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없었던 상자 47부를 제외하고 총 366부(남성 

180부, 여성 18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 상자 보호를 위하여 자료 수집 전 ‘서울 학교 간호

학 연구 상자 보호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2013-9).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이 성과 관련하여 사적인 내용이기에 상자의 익명

성과 비 보장에 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상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

만 연구 상자로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

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4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비 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정리 및 분

석하였으며,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종료 후에 폐기

할 것이다. 



- 32 -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내생변수는 5가지로 피임행위, 피임의도, 피임에 한 태도, 피

임에 한 주관적 규범과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다. 외생변수는 3가

지로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이다. 

1) 내생변수

(1) 피임행위

김미종(2001)이 개발한 피임행위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피임행위점수는 피임행위 지속성과 정확성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

는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도구 사용에 한 허락을 얻었다. Hatcher 

(1998)는 피임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2가지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제안하

였다. 첫째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피임도구를 사용했을 때(used commonly)

의 피임효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피임방법을 정확하게 이행

하는지(used correctly), 피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used 

consistently)를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의 피임효율을 피임행위 점수 계산에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다음은 

Hatcher (1998)가 제시한 피임효율 가중영향점수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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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ighted Impact Score of Each Contraception Method

Contraceptive

Method

Correctly & 

Consistently
Commonly

Oral pill 0.99 0.92-0.94

Coitus interrupt 0.96 -

Condom 0.97 0.84

Menstrual cycle 0.91 0.80

① 피임행위 지속성

김미종(2001)이 개발한 피임행위 지속성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피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성

관계 중에서 피임행위를 했던 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1항목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피임하지 않았다, 5=항상 피임하였다)로 측정하였다.

② 피임행위 정확성

김미종(2001)이 개발한 피임행위 정확성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했던 각각의 피임방법의 정확성 정도

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의 선행 질적연구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은 콘돔, 

질외사정, 경구피임약, 월경력법을 피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측정항목은 콘돔 2문항, 질외사정 1문항, 경구피임약 1문항, 월경력법 1문

항 총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러지 않았다, 5=매번 그렇게 했

다)로 측정하였다. 상자 혹은 상자의 파트너가 사용하는 피임행위를 응

답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는 피임방법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

에 표시하며 점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은 피임방법을 정확하게 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유용하

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자에 따라 여러 가지 피임법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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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임법의 피임 효율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즉 여러 종

류의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가지 피임방법만 평가해야하는 모순

을 없앨 수 있으며, 정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총체적으로 피임행

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피임행위 점수(Contraceptive Index, CI)는 피

임행위 지속성 점수와 피임행위 정확성 점수에 각 피임방법의 피임효율 가

중영향점수를 곱한 값을 합한 값의 합으로 계산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김미종, 2001).

  





×

  

: 피임행위 지속성 점수     :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한 피임방법의 수

: 피임방법 별 효율지수     : m개의 피임방법 별 피임사용 정확성 점수의 평균

(2) 피임의도

피임실천에 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피

임하지 않을 것이다 (1), 가끔 피임할 것이다 (2), 절반정도 피임할 것이다 

(3), 자주 피임할 것이다 (4), 항상 피임할 것이다 (5)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피임의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3) 피임에 한 태도

강희선과 장순복(2004)이 개발한 콘돔사용 태도 측정도구(Condom 

Attitude Scale, CAS)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학생의 콘돔사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도구 사용에 한 허락을 얻었다. 보호요인 5문항, 

성교방해요인 7문항, 이미지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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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돔사용 태도의 유익성 영역으로 보호요인, 장애성 영역으로 성교방해

와 이미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장애성 영역에 해당되는 부정 문항

은 역점수화 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으며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피임

도구의 사용을 비교하는 문항과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4개의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외한 후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강희선과 장순복(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88이었으며 각 요인

의 Cronbach's = .70~.89의 범위에 있었다. 본 연구가 피임에 한 태도

를 측정함으로 본래 문항의 “콘돔”이란 단어를 문항에 따라 콘돔, 경구피임

약, 질외사정, 월경력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피임” 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황신우(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 .85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피임에 한 태도의 전체 

문항에 한 Cronbach's = .88였고, 하부 요인별로 성교방해요인 .86, 이

미지요인 .75, 보호요인 .8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임에 한 태도의 유익성 영역에 

해당하는 보호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9 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

수가 .5 이하인 변수는 모형의 적합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보호요인

은 측정변수에서 제외시켰다(우종필, 2012). 

(4)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Primack 등 (2007)이 개발한 금연에 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를 피임

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Ajzen (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준거자를 모두 포함하

고 있는 다중문항이다. 보통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단일문항으로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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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행위의 경우 여러 준거자를 포함하는 도구

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은 준거기준이 

되는 사람이 피임을 강조하는 정도로서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은 내가 성

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의 선행 질적 연구를 통해서 미혼남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준거자)

은 부모님, 친구, 동료, 성관계 파트너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측정항목은 4

항목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4점~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에서 이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처음 번안하

여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본 도구의 사용을 위해 원저자에게 이메

일로 연락 후 승인을 얻었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행위

(behavior)에 적용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얻었다. 승인 후 번역-역번역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WHO 기준) 한글로의 번역은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한글로 번역된 도구는 원도구를 알지 못하는 번역자에게 다시 영

어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 번역자는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영어권 국가에

서 20년 이상 거주한 한국어와 영어의 두개국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는 자이다. 역번역된 도구는 원도구와 함께 역번역한 번역자에게 주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해 비교하여 평가를 받고 수정하였다. Primack 등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5이었다.

(5) 피임 자기효능감

강희선(2001)이 개발한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음주관련 1문항을 추가하

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콘돔이라는 한 가지 피임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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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하지 않고 피임방법 모두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래 문항의 

“콘돔”이란 단어를 “피임”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도구 사용에 한 허락을 얻었다. 개

발 당시 강희선(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 .70이었으며 이 도구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황신우의 연구에서 Cronbach's = 

.76 이었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 .85로 

나타났다. 피임 자기효능감의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Varimax 회

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4.47% 이었다. 

2) 외생변수

(1) 임신위험지각

Witte 등(1996)이 개발한 위험행동진단 도구(The Risk Behavior Diagnosis 

Scale, RBD)를 사용하였다. RBD는 개발 당시 상자의 연령이 17-22세가 

91%였기에 미혼성인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RBD는 콘돔사용을 권장하

기 위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의 위험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

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위험지각(6문항)과 효능감지각(6문항)을 포함한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위험지각에 해당하는 6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6~3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에 한 위험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위험

지각은 심각성 3문항과 민감성 3문항의 2가지 속성으로 구분되는데, 각 요

인은 Cronbach's = .85와 .90 이었다. 본 도구는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하

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 이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처음 번안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본 도구의 

사용을 위해 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한 뒤 도구 사용에 한 승인을 

얻었다. 승인 후 번역-역번역 방법을 사용하였으며(WHO 기준) 한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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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한글로 번역된 도구는 원도구

를 알지 못하는 번역자에게 다시 영어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 번역자는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영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한국어와 영어의 

두개국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이다. 역번역된 도구는 원도구와 함

께 역번역한 번역자에게 주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해 비교하여 평

가를 받고 수정하였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임신위험지각 전체 

문항에 한 Cronbach's = .71이었다. 각 속성 별 내적 신뢰도를 구한 결

과 민감성은 Cronbach's = .90이었으나, 심각성은 Cronbach's = .58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각성 영역의 내적 신뢰도가 .60 보다 낮게 나타나 제거

한 뒤 분석하였다. 

(2) 성역할 태도

Osmond과 Martin (1975)이 개발하고, 문영표(1989)가 한국어로 번역한 

성역활 태도 측정 도구(Sex Role Attitude, SRA)로 측정하였다. 성역할 태

도는 성능력 인식도(12문항)와 성역할 인식도(5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총 

17항목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17점~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영표

(1989)의 연구에서 Cronbach's =.82이었고 이 도구를 사용한 이정은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문항은 Cronbach's =.88로 나타났으며 하위개념

인 성역할 인식은 Cronbach's =.74, 성능력 인식은 Cronbach's =.85 

이었다. 구성 타당도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7.57%였다. 

(3)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Peter와 Valkenburg (2006)가 개발하고, 최명일(2009)이 한국어로 번

역한 성관련 콘텐츠 이용 정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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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도구는 원저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판 도구로 수정․번역한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도구 사용에 한 허락을 얻었다. 남녀의 성관계나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의 종류를 제시하고, 이용정도를 조사하

였다. 매체의 종류는 최명일(2009)과 양소정(2010b)의 연구와 본 연구자 

선행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

상물, 음란 인터넷 사이트, 19세 이상 케이블, 19세 이상 지상파, 그리고 성

인용 모바일 서비스 총 6개의 매체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한

번도 없음 1, 1년에 1~2번 2, 한달에 1~2번 3, 일주일에 1~2번 4, 주 3회 

이상 5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총점은 6

점~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

한다. 최명일(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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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Scales                                             (N=366)

Variables Scale
Number 

of items

Score

range
Reliability

Endogenous Behavior Contraceptive behavior 1 - -

variables intention
Intention of 

contraception
1 - -

Attitude CAS* 10 10-50 .88

CAS: Interruption

sexual pleasure
6 6-30 .86

CAS: Image 4 4-20 .75

Subjective

norm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4 4-20 .75

Self-efficac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12 12-60 .85

Exogenous

variables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RBD* 3 3-15 .91

Gender role SRA* 17 17-85 .88

SRA: Gender role 5 5-25 .74

SRA: Gender 

competence
12 12-60 .85

Sexual

contents

exposure

Amounts of 

Sexual contents

exposure

6 6-30 .80

* CAS: Condom Attitude Scale, RBD: The Risk Behavior Diagnosis Scale, 

  SRA: Sex Rol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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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4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상자의 고른 분포를 위하여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

서 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에 준하여 상자 수를 고려하여 표본추

출편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무직, 전문․기술직, 서비스․판매직으로 

직업군을 구분하였고, 20~30  미혼남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과 무

직도 상자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직접수집 261

부, 이메일 수집 105부로 총 366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광역시, 부산

광역시에서 위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상 기관을 확인한 후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해당 

직업군의 지인을 통하여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회수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 상자 선정범위,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설문 지침 등을 교육하였다. 사무직의 경우 기업, 중소기업, 공단 및 연구

소에서, 전문․기술직의 경우 병원, 학교, 복지관, 건축사무소, 방송국, 광고

회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판매직은 보험회사, 미용실, 네일샵, 택배회사

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의 특성 상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

넷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지인을 통해 본 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한 상자에게 설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회수하는 방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빠진 문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응답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상자와 다시 접촉하여 보완하였으며, 성과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미혼을 상으로 한 성경험에 관한 자료는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익

명성과 비 보장이 제 로 되지 않으면 자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

서 모든 설문지는 불투명 서류봉투와 함께 전달하였고, 설문지 작성 후 

상자가 직접 테이프로 봉하도록 하였다. 또한 봉투 표면은 개인을 식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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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일정 수가 채워졌을 때 

일괄 검토하였다. 

연구주제의 특성 상 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있는 상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문지 배부 전 성경험 유무를 확인

하는 것은 상자에 한 연구윤리에 어긋나므로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작성 시 상자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시한 설명서를 설문지와 함께 배부하였다. 만약 성경험이 없는 상자라

면 설문 작성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

다. 둘째,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의 경우 상자들끼리 서로 설문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 또한 상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설문의 응답 내용을 보지 않기 

위하여 설문 장소를 벗어나 설문이 끝나기까지 기다린 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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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20.0 과 

AMOS 21.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구성타당도는 주성분 분석

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3)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

다.

4) 구조모형에 한 검증은 AMOS 21.0으로 검증하였으며 최 우도법을 

이용하였다.

5)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회귀계

수(Regression weigh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표준화회 

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 p값을 이용하였다.

6)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 적합지수(GFI), 표준 (Normed 

),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표준적합지수(NFI), 비교

적 합지수(CFI), 증분적합지수(IFI)를 이용하였다. 

7)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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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상자 특성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28.9세, 여성 27.5세였다. 20 가 남성 104

명(57.8%), 여성 132명(71%)이었고 30 가 남성 76명(42.2%), 여성 54명

(29%)이었다. 상자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사무직이 남성 69명(38.3%)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31명(17.2%)으로 나타났

다. 여성의 경우 전문직 70명(37.6%), 사무직 66명(35.3%) 순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93명(51.7%), 여성의 97명(52.1%)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의 비율이 남성 38명(21.1%), 여성 36명

(19.4%)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정도는 남녀 모두 부분의 상자가 학 

재학 중이거나 졸 이상이었다(남성 93.3%, 여성 96.8%). 또한 가족과 함

께 사는 비율이 남성 103명(57.2%), 여성 122명(65.6%)으로 과반수를 차

지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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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N=366)

Variables Categories
Male(n=180) Female(n=186)

n(%) n(%)

Age(yrs) 20-24 21(11.7) 44(23.7)

25-29 83(46.1) 88(47.3)

30-34 56(31.1) 43(23.1)

35-39 20(11.1) 11(5.9)

Range 20-39 20-38

Mean±SD 28.90±3.95 27.50±3.97

Occupation Office clerk 69(38.3) 66(35.5)

Professionals 27(15.0) 70(37.6)

Service or sales 31(17.2) 14(7.5)

Student 37(10.6) 29(15.6)

None 16(8.9) 7(3.8)

Religion Christianity 38(21.1) 36(19.4)

Catholicism 30(16.7) 27(14.5)

Buddhism 19(10.6) 26(14.0)

None 93(51.7) 97(52.1)

Educational ≤High school 12(6.7) 6(3.2)

level College student 34(18.9) 23(12.4)

College graduate 125(69.4) 145(78.0)

≥Graduate school 9(5.0) 12(6.5)

Cohabitant Family 103(57.2) 122(65.6)

Partner 7(3.9) 4(2.2)

None (alone) 65(36.1) 58(31.2)

Others(dormitory) 5(2.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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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성관련 특성

상자들의 성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상자의 

첫 성관계 평균 연령은 남성 20.6세, 여성 22.1세로 나타났다. 첫 성경험 

상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성 117(65.0%), 여성 176(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은 ‘성관계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상자가 남성 73명(40.6%), 여성 100명

(53.7%)으로 가장 많았다. 첫 성관계 시 피임을 한 비율은 남성은 92명

(51.1%), 여성은 127명(68.3%)이었고,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이 부분을 

차지하였다(남성 78.9%, 여성 63.9%). 첫 성관계 시 피임하지 않은 이유로 

‘피임방법에 한 무지로 인해서’라고 응답한 상자가 남성 22명(37.3%), 

여성 17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

의 이유가 남성 16명(27.1%), 여성 14명(29.8%)으로 나타났다. 남성 18명

(10.0%), 여성 15명(8.1%)이 임신의 경험이 있었으며, 부분이 인공유산

을 선택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성관련 특성은 Table 5 와 같다. 이성친구가 있었던 

상자는 남성 125명(69.4%), 여성 167명(89.8%)이었다. 또한 고정적인 

성 파트너가 있는 상자는 남성 102명(56.4%), 여성 154명(82.8%)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은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1.43명(남성), 1.10명(여성)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패턴은 ‘비교적 자주’ 혹은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상자가 남성 110명(61.2%), 여성 112명(60.2%)이었다. 

성관계 시 항상 피임한 상자는 남성 39명(34.8%), 여성 64명(34.4%)이

었다. 이들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남성 81.7%, 여성 72.6%), 다

음으로는 질외사정 방법이었다(남성 38.0%, 여성 48.4%). 피임여부는 남

성 118명(65.0%), 여성 160명(85.9%)이 자신이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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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Sexual Behaviors of the Participants 

   (N=366)

Categories
Male(n=180) Female(n=186)

n(%) n(%)

Age at first intercourse

   ≤19 65(36.7) 26(14.4)

   20-24 93(52.5) 121(66.9)

   25-29 17(9.6) 32(17.7)

   ≥30 2(1.1) 2(1.1)

   Range 15-30 15-32

   Mean±SD 20.58±2.94 22.08±2.81

Type of partner at first intercourse

   Lover 117(65.0) 176(94.6)

   Familiar person 24(13.3) 8(4.3)

   Colleague 18(10.0) 0(0)

   One-night stand 21(11.7) 1(0.5)

   Sex worker 10(8.9) 1(0.5)

Situation when having first intercourse

   With agreement, plan to have intercourse 35(19.4) 47(25.3)

   Have agreement, but not plan to have intercourse 73(40.6) 100(53.7)

   Partner wanted 4(2.2) 24(13.0)

   I wanted 19(10.6) 1(0.5)

   No agreement, have intercourse impulsively 36(20.0) 13(7.0)

   Have intercourse when drunken 13(7.2) 1(0.5)

Contraception at first intercourse

   Yes 92(51.1) 127(68.3)

     Condom 56(78.9) 62(63.9)

     Menstrual cycle 1(1.4) 3(3.1)

     Coitus interrupt 14(19.7) 32(33.0)

   No 88(48.9) 59(31.7)

Reasons for not using contraceptive

   Not plan to have intercourse 16(27.1) 14(29.8)

   No idea how to do contraception 22(37.3) 17(36.2)

   Not prepare contraceptive method 10(16.9) 6(12.8)

   Embarrassed to request for contraceptive 4(6.8) 5(10.6)

   Period not to be pregnant 2(3.4) 5(10.6)

   Have drunken 5(8.5) 0(0)

Experience of pregnancy

   Have 18(10.0) 15(8.1)

     Artificial abortion 17(94.5) 11(73.3)

     Spontaneous abortion 0(0) 1(6.7)

     Give birth and nurturing 1(5.6) 3(20.0)

   Don't have 152(84.4) 171(91.9)

   Don't know 10(5.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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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Sexual Behaviors for Previous 6 Months

(N=366)

Categories
Male(n=180) Female(n=186)

n(%) n(%)

Have lover

   Yes 125(69.4) 167(89.8)

   No 55(30.6) 19(10.2)

Have regular sex partner

   Yes 102(56.4) 154(82.8)

   No  78(43.6) 32(17.2)

The number of sexual partner 1.43±1.02 1.10±0.42

Regularity of having sexual intercourse

   Occasionally 70(38.9) 74(39.8)

   Frequently 75(41.7) 69(37.1)

   Regularly 35(19.5) 43(23.1)

Patterns of doing contraception

   Not at all 8(7.1) 7(3.8)

   A few 19(17.0) 23(12.4)

   Half 15(13.4)  14(7.5)

   Most of time 31(27.7) 78(41.9)

   Always 39(34.8) 64(34.4)

Methods of contraception*

   Condom 147(81.7) 135(72.6)

   Menstrual cycle 29(16.1) 44(23.7)

   Interrupt intercourse 68(38.0)  90(48.4)

   Oral contraceptive pill 2(1.1) 14(7.5)

   Oral contraceptive pill by prescription 0(0) 7(3.8)

Decision maker for contraception

   Myself 118(65.0) 160(85.9)

   Partner 62(35.0) 26(14.1)

Length of love-relationship 

with latest lover (month)
21.02±22.45 27.88±24.35

Time taken for having intercourse 

since latest lover have met (month)
3.21±4.80 3.93±5.20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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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검정

1) 표본의 정규성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왜도는 절 값이 2 이하, 첨도

는 절 값이 7 이하로 표본의 일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Table 

6). 일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

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배병렬, 2011). 따라서 각 집단

의 표본의 크기가 180 이상이고,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므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선택하였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N=366)

Variables
Male(n=180) Female(n=186)

Mean±SD S K Mean±SD S K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11.30±2.40 -.19 -.58 11.01±2.49 -.32 .04

Gender role attitude 40.40±9.27 -.11 .03 35.13±9.08 .50 .73

   Gender role 11.87±3.13 .09 -.08 9.99±2.99 .43 .24

   Gender competence 28.53±6.88 -.11 -.09 25.14±6.97 .41 .39

Sexual contents exposure 13.50±3.79 .77 1.47 10.88±3.82 1.35 2.66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35.43±7.01 -.27 .37 36.97±7.38 -.63 1.41

   Interruption sexual pleasure 20.16±4.57 -.22 .07 20.94±5.12 -.38 .12

   Image 15.28±3.06 -.29 .15 16.04±3.16 -.65 2.37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12.46±3.45 .06 -.34 13.83±3.39 -.48 .16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42.12±6.69 .23 -.17 46.16±7.02 -.58 .73

Intention of contraception 2.87±1.03 -.70 -.48 3.28±.93 -1.35 1.35

Contraceptive behavior 6.10±1.78 -.62 .54 6.63±1.65 -1.06 1.78

* S: Skewness, K: 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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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Table 7). 일반적으로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가 .7 이상이면 변수 간에 매

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

해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우종필,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상관계수의 절 값이 남성의 경우 .11- .69, 여성의 

경우 .05-.65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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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of Measured Variables

Male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x1 1

x2 -.30** 1

x3 -.18* .67** 1

x4 -.13 .42** .33** 1

y1 .33** -.41** -.33* -.30** 1

y2 .31** -.46** -.39** -.27** .68** 1

y3 .11 -.30** -.16* -.17* .15* .29** 1

y4 .32** -.45** -.35** -.31** .46** .63** .31** 1

y5 .30** -.32** -.18* -.33** .45** .46** .28** .51** 1

y6 .22** -.33** -.21** -.32** .42** .46** .24** .47** .69** 1

Female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x1 1

x2 -.18* 1

x3 -.20** .60** 1

x4 -.05 .23** .24** 1

y1 .37** -.22** -.21** -.28** 1

y2 .32** -.41** -.40** -.20** .57** 1

y3 .22** -.05 -.16* -.11 .20** .18* 1

y4 .27** -.48** -.38** -.24** .45** .57* .26** 1

y5 .28** -.25** -.12 -.23** .34** .35** .28** .43** 1

y6 .30** -.24** -.13 -.17* .33** .36** .26** .48** .65** 1

* p<.05, **p<.01

x1: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Susceptibility, x2: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x3: Gender role attitude: Gender competence, x4: Sexual contents 

exposure, y1: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nterruption sexual pleasure, y2: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mage, y3: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y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y5: Intention of contraception, y6: Contracep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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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식별 가능성

모형식별(model identification)은 모형의 모든 자유모수가 고유해

(unique solution)로 구해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모형에 포함된 추정

될 모수가 고유해를 찾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

어진 정보의 수가 추정해야 될 모수의 수보다 작으면 과소식별을 의미하며 

모형의 식별이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총 정보의 수에서 모수의 수를 뺀 

수치인 자유도로 모형을 식별한다. 이 때 자유도는 관측변수의 수를 p, 자

유모수의 수를 t 라 할 때 


 가 된다(배병렬, 2011). 본 연구

의 가설적 모형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측정변수는 10개이므로 정보

의 수는 1/2(10×11)=55개가 되고 미지수는 32 이므로 자유도는 55 - 32 

= 23 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인정의 필요조건인 모형의 간명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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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전, 모수치를 먼저 검토하였다. 

즉 올바른 부호를 갖고 있는지, 위반추정치가 있는지, 그리고 모수치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배병렬, 2012). 검토 결과 수용 가능한 추정치가 

얻어졌으므로 다음으로 모형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모형과 자료가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적합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과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 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와 기초모델에 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

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Table 8).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두 

지수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8. Model Fit for the Hypotheoretical Model

Indices
Acceptable 

Value

Fitness Indices

Male Female

Absolute Fit  34.65 40.48

Index GFI ≥.9 .96 .96

Normed  ≤3 1.58 1.84

RMSEA ≤.08 .06 .07

Incremental Fit NFI ≥.9 .95 .93

Index CFI ≥.9 .98 .96

IFI ≥.9 .9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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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적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에 한 모수치는 Table 9-1, 9-2와 같다. 음오

차분산(Heywood case)이나, 표준화계수가 1.0 이상인 위반추정치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남성의 경우 가설모형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총 15개의 경로 중에서 11

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 4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피임에 한 태도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임신위험지각(t=2.952)과 성역할 태도(t=-4.573)에

서 피임에 한 태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을 설명하는 경로는 성역할 태도(t=-3.235)에서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경로는 임신위

험지각(t=2.649)과 성역할 태도(t=-4.435)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의도를 설명하는 경로는 피임에 한 태도

(t=3.043),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t=1.656)피임 자기효능감(t=2.375)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t=-2.263)에서 피임의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행위는 피임의도(t=9.867)와 피임 자기효능감(t=2.674)에서 피임행위

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설모형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총 15개의 경로 중에서 11

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 4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피임에 한 태도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임신위험지각(t=4.265), 성역할 태도(t=-4.107)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t=-2.071)에서 피임에 한 태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

하였다.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을 설명하는 경로는 임신위험지각

(t=2.665)에서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경로는 임신위험지각(t=2.290)과 성역할 태도

(t=-5.629)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

임의도를 설명하는 경로는 피임에 한 태도(t=2.343)와 피임에 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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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범(t=2.425)과 피임 자기효능감(t=1.779)에서 피임의도로 가는 경로

가 유의하였다. 피임행위는 피임의도(t=9.230)와 피임 자기효능감

(t=4.157)에서 피임행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한 가

설적 모형의 경로 도형은 Figure 4, Figure 5 와 같다.

Table 9-1. Standardized Estimate of the Model for Male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Estimates

C. R.

(t-value)
p SMC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317(.107) .222 2.952** .003

.371Gender role attitude -.321(.070) -.462 -4.573** <.001

Sexual contents exposure -.072(.073) -.080 -.986 .324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017(.109) .012 .155 .877

.104Gender role attitude -.213(.066) -.305 -3.235** .001

Sexual contents exposure -.023(.075) -.026 -.312 .755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507(.191) .182 2.649** .008

.285Gender role attitude -.527(.119) -.389 -4.435** <.001

Sexual contents exposure -.195(.132) -.110 -1.469 .142

Intention 

of 

contraception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092(.030) .310 3.043** .002

.344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031(.019) .104 1.656* .05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033(.014) .219 2.375* .018

Sexual contents exposure -.040(.018) -.149 -2.263* .024

Contraceptive

behavior

Intention of contraception 1.046(.106) .605 9.867** <.001

.491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043(.016) .164 2.674** .007

* p<.05, **p<.01

C. 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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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2. Standardized Estimate of the Model for Female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Estimates

C. R.

(t-value)
p SMC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490(.115) .341 4.265** <.001

.437Gender role attitude -.298(.072) -.422 -4.107** <.001

Sexual contents exposure -.153(.072) -.163 -2.071* .038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268(.101) .197 2.665** <.001

.064Gender role attitude -.057(.059) -.085 -.961 .336

Sexual contents exposure -.065(.067) -.073 -.970 .332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425(.186) .151 2.290* .022

.344Gender role attitude -.696(.123) -.502 -5.629** .<.001

Sexual contents exposure -.153(.074) -.083 -1.230 .219

Intention 

of contraception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073(.031) .280 2.343* .019

.258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043(.018) .158 2.425* .015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024(.013) .181 1.779* .051

Sexual contents exposure -.020(.017) -.084 -1.216 .224

Contraceptive

behavior

Intention of contraception .963(.104) .544 9.230** <.001
.466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057(.014) .245 4.157** <.001

* p<.05, **p<.01

C. 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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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Figure 4. Path Diagram of the Hypotheoretical for Male

            

x1: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Susceptibility   

x2: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x3: Gender role attitude: Gender competence    

x4: Sexual contents exposure                 

y1: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nterrupt sexual pleasure 

y2: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mage

y3: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y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y5: Intention of contraception 

y6: Contracep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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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Figure 5. Path Diagram of the Hypotheoretical for Female

            

x1: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Susceptibility   

x2: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x3: Gender role attitude: Gender competence    

x4: Sexual contents exposure                 

y1: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nterrupt sexual pleasure 

y2: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mage

y3: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y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y5: Intention of contraception 

y6: Contracep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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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의 효과 분석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1, 10-2).

남성의 경우 상자의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위

험지각과 성역할 태도이었다. 이들 변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은 성역할 태도에서 직접효

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 자기효능감에는 임신위험지각과 

성역할 태도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

능감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행위에서는 피임의도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피임 자기효능감은 직접, 간접, 총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상자의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위

험지각, 성역할 태도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었으며,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은 임신위험지각

에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 자기효능감에는 임신

위험지각과 성역할 태도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행위에서는 피임의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이 직접효

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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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the Model for Male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222* - .222*

Gender role attitude -.462** - -.462**

Sexual contents exposure -.080 - -.080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012 - .012

Gender role attitude -.305** - -.305**

Sexual contents exposure -.026 - -.026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182** - .182**

Gender role attitude -.389** - -.389**

Sexual contents exposure -.110 - -.110

Intention 

of 

contraception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310** - .310**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104* - .10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219* - .219*

Sexual contents exposure -.149* -.051 -.201*

Contraceptive

behavior

Intention of contraception .605** - .605**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164* .132* .296**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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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2.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the Model for Female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341** - .341**

Gender role attitude -.422** - -.422**

Sexual contents exposure -.163* - -.163*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197* - .197*

Gender role attitude -.085 - -.085

Sexual contents exposure -.073 - -.073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151* - .151*

Gender role attitude -.502** - -.502**

Sexual contents exposure -.083 - -.083

Intention 

of contraception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280* - .280*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158* - .158*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181* - .181*

Sexual contents exposure -.084 -.072 -.156

Contraceptive

behavior

Intention of contraception .544** - .54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245** .098 .343*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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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집단 각각 설정한 15개의 가설 중 11개의 가

설이 모형 검증 과정에서 지지되었다.

(1) 피임에 한 태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임신위험지각은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성역할 태도는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임신위험지각은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 성역할 태도는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6.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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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임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임신위험지각은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8. 성역할 태도는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9.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4)  피임의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피임에 한 태도는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1.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은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2.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

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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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임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피임의도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5.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여성: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

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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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추가한 TPB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의 피임행위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피임실천을 위한 성교육 방안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미혼남녀의 피임행위 구조모형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Azjen(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을 근간으로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의 인지적 요인을 매개로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장된 TPB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인적 요인

으로 임신위험지각과 성역할 태도를, 환경적 요인으로 성관련 콘텐츠 노출

을 포함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남성의 경우 = 34.65, GFI= .96, Normed = 1.58, 

RMSEA= .06, NFI= .95, CFI= .98, IFI= .98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 40.48, GFI= .96, Normed = 1.84, RMSEA= .07, NFI= .93, CFI= 

.6, IFI= .97 로 두 집단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총 15개의 경로 중 

11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각 피임행위에 하여 

49.1%와 46.6%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

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으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생변수들에 의해 설명이 잘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SMC의 설명

력을 높고 낮음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며, 점수가 낮을지라도 가설적 모형

이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배병렬, 2009).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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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사용 구조모형을 검증한 강희선(2001)의 연구에서는 6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연구한 김미종(2001)의 연구에서의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며, 

수용 가능한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므로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미혼남성과 여성 개별 집단을 상

으로 각각 모형을 구축하였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Ajzen(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의 모형에 개인적･환경적 요인인 선행변수

를 포함하여 적합성을 증명하였으므로 20-30  미혼남녀를 상으로 성별

에 따른 성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론적 기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혼남녀의 성실태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성관련 특성들을 살펴보면 과반수인 남성 

52.5%, 여성 66.9%가 20  초반에 첫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위주의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 상 적으로 자유분방한 학 생활에

서 성관계는 성인이 되는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

신우와 정재원, 2012). 또한 남성 36.7%, 여성 14.4%가 19세 이하의 연령

에서 초기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41.9%의 상자가 학교 

이전에 첫 성관계를 가졌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김은만, 유수

정과 송미령, 2013), 초기 성관계를 가지는 연령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첫 성관계의 상자는 연인(남성 65%, 여성 94.6%)이 가장 많았다. 그러

나 남성의 경우 1회성 성접촉 파트너, 직장동료, 유흥업소 종사자 등 다양

한 상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랑과 성교를 별개의 것으

로 생각하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김은만 등, 2013). 또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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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쾌락 위주의 성행위를 조장하는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기인한 것으

로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는 성가치관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김

수진, 문승태와 강희순,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 중 남성 40.6%, 여성 53.7%가 서로 동의하에 

첫 성관계를 하였지만,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는 피임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남성 27.1%, 여

성 29.8%).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와 피임실천 부재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한 중재가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파트너가 원해서 첫 성

관계를 가진 경험자로 여성(13%)의 비율이 남성(2.2%)보다 높았는데, 이

는 여성 상자는 여전히 남성이 주도하는 성을 수용하고, 피임하기를 원할

지라도 수동적인 처를 하고 있던 황신우와 정재원(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관계에 있어서는 허용적이지만, 그에 알맞은 성적 주체

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eitelman, 

Tennille, Bobinski, Jemmott, & Jemmott Ⅲ, 2011).

첫 성관계 시 남성의 51.1%, 여성의 68.3%가 피임을 실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자들은 그 이유로 피임방법에 한 무지

(남성 37.3%, 여성 36.2%)가 가장 많았다. 이는 책임감이 결여된 성관계가 

여전히 난무하는 현 시 의 성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제 로 된 성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왜곡된 성을 내

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남성의 10%, 여성의 8.1%가 임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의 결과로 부분 낙태를 선택하였다(남

성 94.5%, 여성 73.3%).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 중 절반 이하인 남성 34.8%, 여성 34.4%만이 

지난 6개월 간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3.1%의 상자가 항상 피임한다고 응답한 김은만 등(2013)의 연구보다 

낮은 수치이다. 성관계 시 부분 피임을 하였다는 응답자도 남성 27.7%, 

여성 41.9% 이었지만, 모든 성관계 시 항상 피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자들이 임신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피임방법으로 콘돔사용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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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를 차지하였으나(남성 81.7%, 여성 72.6%), 피임실패율이 높은 질외

사정(남성 38%, 여성 48.4%)과 월경주기법(남성 16.1%, 여성 23.7%)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를 상으로 피임실태를 

조사한 이한주와 강희선(2011)의 연구에서 콘돔사용 다음으로 부적절한 피

임방법인 질외사정 혹은 월경주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

과이다. 이는 현 시 의 피임실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콘돔을 구입

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미혼남녀는 상 적으로 편리하게 생각되

는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성은 ‘쾌락의 성’ 으로 집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이중적 성과 매체를 통해 그려지

는 도구적 성(최명일, 2009; 황명희송 등, 2008)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

한 성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윤리적 측면

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 피임 사용에 

한 방법론적인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성-사랑-생명의 연

결고리에 한 인식의 확산이 있어야 한다(이광호, 2013). 또한 공교육에서

의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교육 공간을 확장하여 성교

육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 문화가 개방적이지만 여전

히 콘돔을 구매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제고해 보아야 할 부

분이다. 미디어를 활용해 임신 및 성병예방을 위하여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콘돔 구매에 하여 열린 문화를 정착

하고, 온라인 등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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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임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라 피임행위를 결정하는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ference). 따라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의

도 및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피임행위의 선행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 

(1) 피임행위 선행요인으로서의 임신위험지각

본 연구결과 임신에 한 위험 인지가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신에 한 두려움은 

상자로 하여금 피임에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피임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믿음이 강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자의 피임행위

를 이끌어 내게 된다(Witte et al., 1996). 이러한 경로의 검증을 통해 미혼

남녀가 임신에 한 위험을 얼마나 지각하느냐에 따라 피임행위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임신위험지각은 피임에 한 태도와 피임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피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집단은 임신위험지각이 피임행위에 한 선행요인으

로써 피임에 한 태도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 적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에 한 위협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위험지각과 피임에 한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정윤지, 2008; 조주연 등, 2006; 허태균 

등, 2004; 황신우와 정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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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성교육이 필요하다. 임신의 부정적인 측면

을 강조하는 중재(fear intervention)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임신에 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교육으로서의 

출산교육이 이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광호, 2013). 현 시 는 사랑한

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피임실패로 임신한다면 쉽게 낙태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쾌락의 성을 뛰어넘어 성, 생명, 그리고 부모 됨에 

한 깊이 있는 성찰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피임 또한 관계 내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나 자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 에 한 배려와 존중의 교육도 필수라 할 수 

있다.

(2) 피임행위 선행요인으로서의 성역할 태도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은 상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성(gender) 역

할에 한 고정관념이 클수록 피임실천이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개방적인 성역할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임에 해서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규범 정도가 높고,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하였다. 

이는 피임의도와 피임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남녀의 역할에 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상자일수록 다양한 사

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성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정윤지, 2008; Senn, Carey, Vanable, & 

Court-Doniger, 2010). 

따라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남녀의 성역할에 한 인식과 성에 한 긍정

적인 가치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피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면 피임상

황에서도 상 를 존중하고 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신념이 강화될 것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평등한 역할의식 고양과 서로 상호 존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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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이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고, 긍정적 자아개

념을 통해 본인의 성적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피임행위 선행요인으로서의 성관련 콘텐츠 노출

본 연구결과 남성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피임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관련 콘텐츠에 적게 노출된 상자

일수록 피임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성관련 콘텐츠란 중

매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표현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중매체 속 

성관련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으며 

비현실적인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다(심재웅과 조의진, 2009). 이는 상자

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며,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

위를 이끌어 내게 된다(안정민, 2008; 양야기, 2012; Brown, L'Engle, 

Pardun, Guo, Kenneavy, & Jackson, 2006). 문제는 암묵적으로 형성된 

비현실적인 성가치관은 성관계를 오로지 쾌락으로 인지하고, 책임감이 결

여된 성관계로 인한 임신과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은

만 등, 2013). 

여성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많을수록 피임에 

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박현숙과 정선영(2011)은 음란물 

접촉의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의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피임이 결여된 성행위에 많이 노출될수록 피임

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임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개입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순기능을 활용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중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적 요인을 거치지 않고 피

임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적으로 음란물의 

노출이 많은 남성일수록 인지적 체계에 의한 옭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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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이는 피임의도 및 행

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에 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피임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피임에 한 

인지적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이 밝

혀졌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여성 집단에

서 피임에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남녀 집단 모두 인지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 내

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의 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6개 매체의 이용 빈

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빈도만을 측정하였기에 실제 몰입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노출량보다는 콘텐츠 몰입정도를 확인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시청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있고, 

현실감과 관련성을 느끼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여도

(involvement)의 측정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실제 무엇을 얼마나 보고 있

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명확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절실하

다. 둘째, 음란물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디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성 메시지

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남미애와 홍봉선, 2012; 양소정, 

2010a). 마지막으로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성에 한 태도나 성의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통합모형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최명일(2009)은 음란물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에 

한 도구성 인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성 태도로써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황명희송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유해매체의 노출이 많은 상자일수록 사회적으로 용

인될 수 없는 성행위에 해서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한 도구성과 허용성이 높을수록 왜곡된 성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임 없는 성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 낙태의 결과

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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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하면,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디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

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식별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미디어의 역기

능 중의 하나는 상업성이다. 자본이나 권력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자극적인 

내용이 난무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이광호, 2013). 따라서 성 문제를 미디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성윤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

달하여 성규범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디어의 순기능을 성교

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사회에서 매체는 1차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성역할에 한 고정관념도 매체를 통해 그려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는 매체를 접하고 이해할 

때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요

구된다. 

2) 피임행위의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관계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피임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피임 자기

효능감은 피임의도와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성별에 따라 피임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집단에서 피임에 한 태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이 여성 

집단보다 더 강하게 피임의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이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 집단이 더 유의미하다는 결과와 다소 상반됨으로 그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미혼성인의 피임행위를 인터뷰한 황신우와 정재원(2012)

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 참여자의 경우 여성 참여자보다 적극적으로 피임

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을 실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  여성

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신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

로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임에 한 긍정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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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실제 피임을 해야겠다는 신념과 능력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의도

가 피임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인이 피임에 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주관

적 규범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서 추후 피임의도를 거쳐 피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임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구했던 남성과 다르게 여성 상자는 성과 

피임에 한 담론이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미혼여성이 다양한 성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

도 실제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고 화할 수 있는 장

이 제공되어야 실제 피임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Bandura (1977)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

는지에 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성관계의 상

황에서 강한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를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O'Leary, Jemmott, & Jemmott Ⅲ, 

2008).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피임행위에 있어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의존

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상자의 경우 상  남성이 피임해 주기를 바라

는 태도가 뚜렷하였다. 따라서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도구가 준비되지 못

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sexual refusal self-efficacy)을 고

양시키고(Do & Kurimoto, 2012; Sieving et al., 2013), 피임실천에 하여 

파트너와 충분히 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elf-efficacy)을 

기르고(Do & Fu, 2011; Frosch, Legare, Fishbein, & Elwyn, 2009; 

Swan & O'Connell, 2012), 성역할에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극(role play scenarios) 중재(Shneyderman & Schwartz, 2012) 등

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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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집단 모두에서 피임의도는 피임행위를 잘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남

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상 적으로 피임의도가 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단순히 피임하겠다는 의도만으로 피임

을 실천하기에는 방해요인이 많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피

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  남성이 피임에 관하여 의

사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피임

행위를 실제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추후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계획적 행위이론의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는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다양한 연구마다 특정행위와 상자가 모두 상이하기에 객관적인 효과비교

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맞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피임행위에는 다

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에서 지지

되었던 Azjen(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의 변수들은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

임의도 및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한 검증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특히 남녀 모두 자기효능감은 직ㆍ간접적으로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경로와 영향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관련 콘텐츠 노출과 

피임의도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

지적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임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 여

성의 경우 피임에 한 태도를 거쳐 피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노 그래피에 많이 노출되는 남성은 행위에 

한 태도 등의 인지적 요인의 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임의도에 영

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임의도 역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피

임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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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이 피임하기를 원할지라도 실제 피임실천을 

위한 방해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알게 된 쟁점들의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혼남녀들이 성과 관련된 주제를 하는 태도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성과 관련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문항임에도 불구하

고 높은 참여율과 응답률을 보여주어 객관적인 정보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현 시  성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으며, 더불어 

미혼남녀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문의 몇몇 문항들, 즉 “피임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나는 성적으로 흥분하면 욕구에 휩쓸려 피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술에 취하면 욕구에 휩쓸려 피임하기가 어렴

다” 등은 상자로 하여금 피임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

다. 설문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피임에 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피임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과 관련한 주제가 담론화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피임실천 

방안과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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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연구결과를 토 로 이론, 연구, 실무 측면에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Ajzen (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을 근간으로 기존의 연구모형

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확장된 연구의 기틀

을 구축하여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피임행

위와 관련이 있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행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심리․사
회적 신념이 모형의 인지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의도와 행동에 영향

을 주는지에 한 가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20-30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피임행위를 예측하는 이론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피임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초

점으로 실시한 연구이다. 각 집단 간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상으로 피임행위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상자 선정 및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

도록 성별에 따른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토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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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를 통해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변수간의 관

계를 도출하였다. 특히 미혼남녀를 상으로 각각의 피임행위 구조모형을 

검증한 유일한 연구로 후속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의 차

이를 이해함으로써, 남녀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혼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피임 자기효능감

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실무에 적용

한다면 일률적인 성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상자의 특성을 고려

한 개별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피임실천행위 변화를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방법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피

임의도와 미래의 피임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

다. 따라서 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임행위의 차이가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피임행위의 목적이 임신예방으로 편중된 것을 제한점으

로 들 수 있다. 즉 성병예방의 목적으로서의 피임개념을 간과했기에 실제 

남녀 각각 피임행위에 하여 49.1%와 46.6%의 설명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의 피임행위를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넷째, 남성과 여성 각각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차이를 

간과하였다. 즉, 같은 변수로 구성된 동일한 모형을 구축하여 남녀에게 적

용하였기에 실제 성별의 특성에 따라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

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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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피

임행위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성 개방과 동시에 혼전 성관계에 한 개방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에 한 지침을 얻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Ajzen (1991)의 계획적 행위이론을 토 로 미혼남녀의 피

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TPB의 기본개념에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확장

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피임행위를 예측하는 외생변수는 임신위험

지각, 성역할 태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고, 내생변수는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로 설정

하였다. 구축된 가설적 모형은 8개의 이론변수와 10개의 측정변수로 구성

되었다.

가설적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4월 16일 

까지 서울, 경기, 구 및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총 

413부가 수집되었으며, 최종분석에는 366부(남성 180부, 여성 186부)를 

사용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

가 권장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적 모형을 수정 없이 최종모형으

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남녀 모두 총 15개의 경로 중에서 11개의 경로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피임행위에 하여 49.1%와 46.6%의 설명

력을 가지며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선행요인

으로써 피임에 한 태도, 피임에 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

의도를 통하여 피임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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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 로 피임행위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첫째, 피임행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주요개념인 피임 자기효능감

을 높여주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둘째, 보수적인 성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자일수록 피임실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하

는 성역할 개념을 반영한 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쾌락 위주의 성의

식은 한 번 더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성-사랑-생명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전인적인 성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성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교육 공간이 확장되

어야 한다. 다섯째, 미디어 시 에 맞게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한 

성교육과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에 한 식별력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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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현재 피임의도와 미래의 피임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자의 의도와 향후 피

임행위 수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 세 의 개인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현재 미혼성인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

성으로 사료되므로 미디어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

발이 필요하다. 

넷째, 상자의 피임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성병예방

의 개념을 포함한 통합적인 피임행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별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에게 각각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모형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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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최근 급변하는 성문화와 더불어 미혼남녀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남녀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증가가 

중심이 된 미혼남녀의 생식건강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미혼남녀를 상으로 피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으며 연구결과

는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 도중 답하기를 원

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자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귀하에 한 정보는 

철저히 비 로 지켜질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  사용하

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 설문에 소용되는 예상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설문지 작성을 

통해 알려 주신 정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

게 응답하여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

표된 이후에는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한 감사의 뜻으로 소

정의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서울 학교 간호 학 황신우

연락처: 02-740-8462, sepochung@naver.com

“본인은 이 연구에 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

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날짜                    

이 연구는 ( 1 )년간 서울 학교 간호 학 연구 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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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평소에 귀하가 생각하는 피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에서 피임이란 콘돔, 경구피임약, 질외

사정, 날짜 조절 등 귀하가 사용하는 피임방법 모두를 의미합니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는다. 1 2 3 4 5

2. 피임을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1 2 3 4 5

3. 피임약이나 콘돔을 가지고 다니면 난잡하게 

여겨진다.
1 2 3 4 5

4. 피임을 하거나, 하라고 권하면 상 방이 나를 

난잡하다고 볼 것 같다.
1 2 3 4 5

5. 피임은 상 방을 배려하는 행위이다. 1 2 3 4 5

6. 피임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1 2 3 4 5

7. 콘돔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성교가 방해된다. 1 2 3 4 5

8. 콘돔을 사용하면 성감이 둔화된다. 1 2 3 4 5

9. 콘돔을 사용하면 정서적 친 감이 방해된다. 1 2 3 4 5

10. 콘돔이나 경구피임약을 사용하면 신체적으로 

불편하다.
1 2 3 4 5

11.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면 쑥스러울 것이다. 1 2 3 4 5

12. 콘돔을 준비하는 것에 해 거부감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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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남녀의 성관계 및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매체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보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종 류
한번도 

없음

1년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주 3회 

이상

1. 성인용 간행물(만화, 잡지, 사진 등) 1 2 3 4 5

2. 성인용 영상물(영화, 비디오 등) 1 2 3 4 5

3. 음란 인터넷 사이트(포르노 동영상 등) 1 2 3 4 5

4. 19세 이상 케이블 1 2 3 4 5

5. 19세 이상 지상파 1 2 3 4 5

6. 성인용 모바일 서비스(핸드폰으로 보는 

동영상, 사진 등)
1 2 3 4 5

Ⅲ. 다음은 귀하가 성관계를 가질 때 아래의 사람들이 피임의 중요성을 ″얼

마나 강조하는지“ 를 묻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

십시오. 

(5번 괄호 안은 기타 귀하에게 강조하는 사람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2 3 4 5

2. 나의 친구는 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2 3 4 5

3. 나의 동료는 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2 3 4 5

4. 나의 성관계 파트너는 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2 3 4 5

5. 나의 (기타:             )는 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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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임신 가능성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약, 귀하가 남성이라면 파트너의 임신 가능성에 한 생각을 의미합

니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다
1 2 3 4 5

2. 나(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나의 장래를 

망칠 것이다
1 2 3 4 5

3. 나(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내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 2 3 4 5

4. 나(내 파트너)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할 확률이 

크다.
1 2 3 4 5

5. 나(내 파트너)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할 위험이 

있다.
1 2 3 4 5

6. 나(내 파트너)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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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피임을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정도를 묻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에서 피임이란 콘돔, 경구피

임약, 질외사정, 날짜 조절 등 귀하가 사용하는 피임방법 모두를 의미합

니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파트너에게 성 관련 경험에 해 질문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상 와 안전한 성행위에 해 편히 얘기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성교 전에 피임에 해 얘기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약국, 자판기, 편의점 등에서 피임도구(콘돔, 

경구피임약 등)을 구입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피임하자고 파트너에게 주장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상 방이 피임하기를 꺼리면 성교를 거부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종류의 피임이든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될 때까지 성관계를 안 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성적으로 흥분하면 욕구에 휩쓸려 

피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나는 피임방법(콘돔사용, 질외사정, 경구 피임약 

복용, 날짜조절법 등)에 따라 정확하게 피임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피임을 매번 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피임에 한 결정을 파트너에게 맡긴다. 1 2 3 4 5

12. 나는 술에 취하면 요구에 휩쓸려 피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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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아

래의 상황에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성이 해야 한다. 1 2 3 4 5

2.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을 

그만두어야 한다.
1 2 3 4 5

3.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남성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5

4. 남성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해 부인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5.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성은 집안 살림에 

책임을 져야 한다.
1 2 3 4 5

6.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에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1 2 3 4 5

7. 여성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직업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8.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남성은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1 2 3 4 5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의 작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10. 직장에서 여자를 상사로 모시는 것이 남자 

상사를 모시는 것보다 어렵다.
1 2 3 4 5

11.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5

12. 여성은 이상적인 토론보다는 가벼운 화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13. 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남성을 앞지를 수 

없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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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부분의 여성은 

남성이 되고 싶어 한다.
1 2 3 4 5

15.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1 2 3 4 5

16. 여성은 어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1 2 3 4 5

17. 여성이 직업이 있더라도 가족 부양은 남성의 

책임이다.
1 2 3 4 5

Ⅶ.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거나         에 직접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 남자     □ 여자

2. 연령 : 만         세

3. 직업 : _________________

4. 종교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종교 없음

5. 교육정도 : 

□ 중졸 이하    □ 고졸    □ 학재학    □ 졸    □ 학원졸

6. 주거형태 :

□ 가족과 거주              □ 자취               □ 기숙사    

□ 파트너와 동거           □ 기타          



- 107 -

Ⅷ. 다음은 귀하의 성경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거나         에 직접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첫 성관계 시 나이는 몇 세 였습니까?         세

2. 귀하의 첫 성관계 상 자는 누구였습니까?

□ 사랑하는 사람(애인)              □ 가깝거나 친한 이성 친구

□ 직장동료                             □ 하룻밤 만난 사람(원나잇 스텐드)  

□ 유흥업소 종사자                   □ 기타:_________________

3. 귀하는 어떻게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 성관계를 계획하였고, 서로 동의하에 하게 되었다.

□ 성관계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서로 동의하에 하게 되었다.

□ 상 방이 원해서 하게 되었다

□ 내가 원해서 하게 되었다.

□ 서로 명확한 동의는 없었고 분위기에 따라 충동적으로 하게 되었다.

□ 술에 취해 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게 되었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귀하는 첫 성관계 시 피임을 하였습니까? 

□ 예, 피임하였다.  (피임방법: _________________ )

□ 아니요, 피임하지 않았다.

‣ 피임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귀하는 임신하거나/상  파트너가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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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약 있었다면, 임신 후 어떻게 처하였습니까?

□ 인공유산함 

    (유산을 결정한 또는 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___________ )

□ 자연유산됨

□ 낳아서 입양기관에 의탁함             □ 낳아서 키움

□ 기타: _________________

※ 귀하의 지난 6개월 동안 피임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성친구가 있었습니까?  □ 있다.      □ 없다. 

2.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고정적인 성 파트너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3.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몇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_______명

4.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 한 번도 안했다.                    

□ 어쩌다 한두 번 했다.

□ 비교적 자주했다.

□ 규칙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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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성관계 중에서 피임을 한 경우는 얼마나 됩

니까?

□ 전혀 피임하지 않았다.

□ 몇 번은 피임했다.

□ 절반정도는 피임하였다.

□ 한두 번 빼고 부분 피임하였다.

□ 항상 피임하였다.

6.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여러 개 답하셔도 됩니다)

□ 콘돔                         □ 월경주기법                     □ 질외사정

□ 경구용 피임약(자가 구입)      □ 경구용 피임약(처방전 구입)

□ 기타(여성용 콘돔, 패치, 피임시술 등): ________________________ 

7. 피임방법은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 나 자신이        □ 상 방의 요구에 따라

8. 귀하는 가장 최근 성관계를 가진 이성과의 전체 교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___ 

9. 귀하는 가장 최근 성관계를 가진 이성과 교제 후 얼마만에 성관계를 가

졌습니까?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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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는 앞으로 성관계 시 얼마나 자주 피임을 할 것입니까?

□ 전혀 피임하지 않을 것이다.

□ 가끔 피임할 것이다.

□ 절반정도 피임할 것이다.

□ 자주 피임할 것이다.

□ 항상 피임할 것이다.

11.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과 성 또는 피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계 파트너(애인) □ 있다  ☞ 내용: 

동성친구 □ 있다  ☞ 내용: 

이성친구 □ 있다  ☞ 내용:

직장동료 □ 있다  ☞ 내용:

남자형제 □ 있다  ☞ 내용: 

여자형제 □ 있다  ☞ 내용: 

아버지 □ 있다  ☞ 내용: 

어머니 □ 있다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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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난 6개월 동안 귀하와 성 파트너가 아래의 피임방법을 얼마나 정확하

게 사용하였는지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

시오.

내 용

사용

하지 

않음

전혀 

그러지  

않았다

매번 

그렇게 

했다

1. 콘돔을 착용할 때 

콘돔 끝을 비틀어 공기를 뺀 후 콘돔을 

착용하였다.

1 2 3 4 5

2. 콘돔을 빼낼 때에는 

정액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1 2 3 4 5

3. 질외사정법으로 피임할 때 

질 내에서 사정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 

복용해야하는 날에 약을 잘 먹었다.
1 2 3 4 5

5. 월경력법으로 피임할 때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14일 이전이 

배란일인 것을 알고 배란일 5일 이전부터 

배란일 3일 이후에는 성관계를 피하거나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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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다음의 질문에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1. 귀하가 피임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귀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가 피임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어떤 점(행동, 태도, 생각) 등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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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ve Behaviors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Hwang, Shin Wo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Chae Weon, Ph. D., 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nd validate a model to predict 

contraceptive behaviors in unmarried men and women. 

To enhance explanatory power and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TPB was extended by adding antecedent variables. 

Focused on individual and external factors, external variables were 

added to the TPB. Exogenous variables,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y, were perceived threats to be 

pregnant, gender role attitude, and sexual contents exposure. 

Endogenous variables consisted of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intention of contraception, and contraceptive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of 180 and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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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aged over 20 and ha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past 6 months in Seoul, Hyunggi, Daegu, and 

Busan from February 19 to July 16 2013. Data were analyzed SPSS 

20.0 and AMOS 21.0.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oretical model fitted to the 

recommended level. Model for indices for the hypotheoretical 

model were = 34.65, GFI= .96, Normed = 1.58, RMSEA= 

.06, NFI= .95, CFI= .98, IFI= .98 for men and = 40.48, GFI= 

.96, Normed = 1.84, RMSEA= .07, NFI= .93, CFI= .6, IFI= .97 

for women.

2) Out of 15 paths, 11 were statically significant in both.

3) Predictors of contraceptive behaviors in men and women were 

intention of contraception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The intention was affected by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Sexual contents exposure were directly 

significant to the intention in men onl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was affected by perceived threat to be pregnant 

and gender role attitude. In women, the two predictors were 

also significant except the effect of sexual contents exposure.

4) Variables accounted for 49.1% and 46.6% of contraceptive 

behaviors in unmarried men and wo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o improve contraceptive 

behavior in unmarried men and women, self efficac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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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useful for them to do contraception consistently and 

correctly. In addition, an gender role attitude, positive perception of 

sexuality, and active contraception education are needed to be 

applied to young men and women in Korea.

Key word : Unmarried Men and Women, Contraceptive Behaviors,      

                 Theory of Planned Behavior,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 2009-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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