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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sults
1. 일반적 특성

성 지식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피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일반 대학생들보다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임에 대한 태도나 경험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성 태도

Objectives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피임행위,
피임의도, 피임지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3. 피임 태도

2. 피임행위 (정확성/지속성)

·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을 주제로 한 간호학
연구에서는 주로 피임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대한 것이 많았으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4. 피임관련 콘텐츠 노출정도

성폭력
인지도

6. 성적 자율성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피임행위, 피임의도, 피임지식
차이를 파악한다.
5. 이성교제/성경험 유무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이성교제/성경험 유무, 성적
자율성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피임지식,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이성교제/성경험 유무, 성적
자율성을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피임 교육 계획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Methodology
<연구 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간호대학생 170명과 일반 대학생 64명으로 총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2.1 일반적 특성
현재 나이, 전공 학과, 종교, 출신고교, 소재지, 경제상태, 주거형태,
부모님의 성에 대한 태도로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 피임행위
피임행위의 지속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도구로써 질문지 응답
기준일로부터 지난 6개월 간 피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실천했는지를 의미하는 문항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총 7문제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의 지속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3 피임의도
성관계를 통한 임신 위험 지각과 피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도구로써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총 16개의 문제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위험지각은 높고 피임에 대한 태도는
올바름을 나타낸다.
2.4 피임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피임 지식
SNS와 각종 매체, 사람들로부터의 피임 관련 지식과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도구로써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총
18문제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높고 피임에 대한 지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5 이성교제/ 성경험 유무
이성교제와 성경험 유무에 관한 내용으로 응답 기준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의 이성교제 및 성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6 성적 자율성
성관계 시의 성적 책임과 성적 자율성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피임을 실천할 수 있는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 20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7. 상관관계

Conclusions
<결론>
1) 대상자의 피임행위 항목에서 간호대학생의 평균은 8.98점, 일반대학생 13.5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상자의 피임의도 항목에서 피임의도 점수는 75점 만점에서 간호대학생 33.61점, 일반대학생
33.27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대상자의 피임 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및 피임지식 항목에서 간호대학생은 25.99점, 일반대학생은
26.63점으로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피임 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피임지식 항목에서 간호대학생이 12.57점이었고, 일반대학생은 12.4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이성 교제 및 성겸헝 유무 항목에서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의 첫 성관계 시 나이는 20살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성적자율성 항목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점수 평균은 75.71점, 일반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점수는 평균 79.11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제언>
1) 전공과 상관없이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으로 하여금 피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립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성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학에서 피임 교육에 대한 특강이나 수강과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초, 중, 고, 대학에서 연계된 성교육이 필요하며, 성교육 시 피임에 대한 지식을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