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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청소년들의 성병발생 영향요인: 2016년
한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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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Sexually Disease Incidence in Sexually
Experienced Youth: Based on the Online Survey of Korean Youth
Health Behavior in 2016
1)

2)

Young-Ju Jee , Young-Sun Park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중 성경험자를 대상으로 성병발생 정도를 알고, 성병발생에 영향하는 인자
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한국청소년 중 성경험자의 성병발생군과 성병미
발생군의 비율은 268 대 2246 이었다. 성병발생 유무에 따른 성생활관련변인의 비교에서 이성과성관
계유무(p=〈.001), 동성과성관계유무(p=〈.001), 양성애유무(p=〈.001), 음주후성경험유무(p=〈.001), 최
근 12개월 이내 학교성교육경험유무(p=.016), 성관계경험시작시기(p=〈.001) 및 피임실천(p=〈.001)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p=.092), 피임방법(p=.298)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동성과성관계유무
(p=.002, OR=0.458), 음주후성경험유무(p=〈.001, OR=0.152), 성관계경험시작시기(p=〈.001, OR=0.689)
는 성경험 청소년들의 성병발생을 50.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의 성관계는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나 성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므로 숨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성교육에 있어서 먼저, 조기
성경험이주는 해악을 알려야할 것이며, 성병발생 시 미래에 건강한 결혼생활과 2세의 임신 출산에 영
향을 미침으로 각별히 동성과의 성관계, 음주후 성경험, 성경험시작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청소년
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성경험, 양성애, 성교육, 음주,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of sexually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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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s in Korea adolescent.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the online survey data of
youth health behavior in 2016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atio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patients and non -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mong Korean adolescents was 268 vs 2246. In the comparison of sex - related variables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eterosexual(p=〈.001), Homosexual(p=〈.001), Bisexual(p=〈.001), Sexual experience
after drinking(p=〈.001), School sex education experience in the last 12 months(p=.016), Start of sexual
intercourse(p=〈.001) and Contraceptive practice(p=〈.001) are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p = .092) and contraceptive method (p = .298). Homosexual(p=.002,
OR=0.458), Sexual experience after drinking(p=〈.001, OR=0.152) and Start of sexual intercourse(p=〈.001,
OR=0.689) are explained 50.8% of sexually transmitted adolescents.
Keywords : Sexual experience, Bisexuality, Sex education, Drinking, Adolescent

1. 서론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낮은 반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
이고, 최근 청소년들의 성적 표현은 과감성까지 더해져서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은 임
신 및 성매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는 청소년시기가 가지는 신체적 특징 때문인데, 2차
성징이라는 신체와 면역체계의 성숙과 호르몬의 변화를 통한 신체적 격동기를 거치는 과정이므로
신체가 약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적 경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발병 취약 대상이 되는 것이다

[1].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시행한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성관계 경
험은 전국 평균 5.0%이상의 학생에 해당하며, 성관계 시작 연령은 매년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임 실천 또한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청소년들은 성교육을 받는다할
지라도 실제 성관계 시에는 피임을 하지 않거나[3], 부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여 임신이나 생식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4][5].
해외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 면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성병 발병율이 높았으나[6], 한국의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성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흡연, 음주, 약물과 같은 건
강위험행동 노출은 성병발생을 높이며[7-9], 성적의 경우,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더 성병발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본 연구는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성병발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부
터 학교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관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동
협조 하에 전국 단위표본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16년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태와 성병발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간으로 성병발생 기인요인을 알
고. 나아가 성교육의 구성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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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병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성병발생 영향요
인을 파악하여 성병발생 예방과 청소년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청소년의 성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자료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성관계 경
험이 있는 청소년 251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2차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원시자료 요청절차 및 규정에 따라 요청서와 연구계
획서를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제공받았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표
본 학급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
라인 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1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 및 지표는 국내외 자료
를 근거로 각 영역별 분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전체 원시자료에서 본 연구의 주개념으
로 선택한 자료의 값이 결측값인 경우 그 자료를 제거한 후 남은 251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과 성관계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 성병발생 유무에 따른 성생활관련 변인의 비교는 x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성병발생 영향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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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규모에서는 중소도시가 47.9%로 가장 많았고, 학교유형은
남, 여가 분리된 학교보다 남녀공학이 66.5%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이 76.1%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지만, 중학생도 23.9%를 차지하였다.
주관적 인지사항에서 건강인지 부분은 건강한편으로 인지하는 학생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전
체적으로는 2.09로 보통이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체형의 인지에서는 보통이라고 느끼
는 학생이 36.6%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보통이상의 살이 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행복인지에서는 보통이상의 행복을 느낀다는 2.33의 값을 보였고, 구강인지에서는 보통보다는
조금 좋은 건강 정도인 2.70을 보였다.
성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69.5%로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스스로의 학업성적 전체 평균은 중간
이하 값인 3.12로 나타났다. 인지하는 경제상태의 평균은

중간 이상 값인 2.81이었고, 대상자의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 37.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학년이 6.3%로 가장 적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N=25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514)

Variables

City scale

School Type
School
division

Categories

n(%)

County Area

221(8.8)

Big city
Small city
Boy’s & Girl’s school
Boy’s school
Girl’s school
High school

1088(43.3)
1205(47.9)
1673(66.5)
618(24.6)
223(8.9)
1914(76.1)

Middle School

600(23.9)

Subjective
health
awareness

Subjective
perception

Subjective
Body
image
perception
Subjective
happiness

644

Very Healthy -1
Health side -2
Usually -3
Not healthy yet -4
Very unhealthy -5
Very dry -1
A little dry -2
Usually -3
A little overweight-4
A very tough piece -5
Very happy-1
Somewhat happy -2
Usually -3

798(31.7)
940(37.4)
557(22.2)
184(7.3)
35(1.4)
147(5.8)
572(22.8)
919(36.6)
723(28.8)
153(6.1)
665(26.5)
805(32.0)
699(27.8)

Mean±SD

Actual value

2.09±0.974

1-5

3.06±0.994

1-5

2.33±1.08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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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Academic
performance

Economic
condition

Grade

Somewhat unfortunate -4
Very unfortunate, -5
Very good-1
Good-2
Subjective
oral health
Usually -3
awareness
Bad-4
Very bad -5
Male
Female
High-1
High & middle-2
Middle-3
Middle & low-4
Low-5
High-1
High & middle-2
Middle-3
Middle & low-4
Low-5
Middle school 1st grade -1
Middle school second grade -2
Middle school third grade -3
High School 1st Grade -4
High School Year 2 -5
High School Year 3 -6

251(10.0)
94(3.7)
335(13.3)
692(27.5)
943(37.5)
474(18.9)
70(2.8)
1747(69.5)
767(30.5)
370(14.7)
495(19.7)
587(23.3)
580(23.1)
482(19.2)
379(15.1)
562(22.4)
945(37.5)
408(16.2)
223(8.9)
210(8.4)
159(6.3)
231(9.2)
407(16.2)
576(22.9)
931(37.0)

2.70±1.010

1-5

1-2

3.12±1.330

1-5

2.81±1.144

1-5

4.50±1.599

1-6

3.2 성관계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관계 관련 특성에서 성관계 경험 시작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 19.0%로 가장 많았
고, 중학교 3학년이 18.5%, 중학교 2학년이 13.0%로 그 뒤를 이었고, 초등학교 입학 전도 4.8%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성관계 시에 전혀 피임을 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9.9%), 항상 피임을 하는 경
우도 34.8%를 보였다. 사용하는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이 가장 많았으며(42.9%), 9.5%의 청소년은 체
외사정법을 실시하였다.
[표 2] 성관계 관련 특성

(N=2514)

[Table 2] Sex-related characteristics

(N=2514)

Variables
Start of
sexual
intercourse

Categories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1

n(%)
120(4.8)

Elementary School Year 1 -2

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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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Actual value

8.98±3.08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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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Year 2 -3
Elementary School Year 3 -4
Elementary 4th grade -5
Elementary Grade 5 -6
Elementary Grade 6 -7
Middle school 1st grade-8
Middle school second grade -9
Middle school third grade -10
High School 1st Grade -11
High School Year 2 -12
High School Year 3 -13
Always contraception -1
Most contraceptive-2
Sometimes contraception -3
Never-4
Never-0
Pill-1
Condom-2
Extraneous Exclusion Method-3
Menstrual cycle method -4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5
Intrauterine device (loop) -6

Contraceptive
practice

Method of
contraception

69(2.7)
65(2.6)
45(1.8)
61(2.4)
146(5.8)
217(8.6)
350(13.9)
466(18.5)
478(19.0)
288(11.5)
155(6.2)
876(34.8)
352(14.0)
284(11.3)
1002(39.9)
1002(39.9)
91(3.6)
1079(42.9)
240(9.5)
57(2.3)
29(1.2)
16(0.6)

2.56±1.319

1-4

1.37±1.274

0-6

3.3 성병발생 유무에 따른 성생활관련 변인의 비교
성경험 청소년의 성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병발생 유무에 따라 이성과의 성관계(χ
2

2

2

=164.273, p=〈.001), 동성과의 성관계(χ =322.374, p=〈.001), 양성애 유무(χ =129.315, p=〈.001),

음주 후 성관계(χ2=264.079, p=〈.001), 최근 12개월 동안 성교육 경험(χ2=6.028, p=0.016), 성관계
2

2

경험 시작시기(χ =30.381, p=〈.001), 피임실천(χ =-6.392, p=〈.001)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2

그러나, 성별(χ =2.949, p=0.092), 피임방법(χ =-1.040, p=0.298)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성병발생 유무에 따른 성생활관련 변인의 비교

(N=2514)

[Table 3] Comparison of sex-related variables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N=2514)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group
(n=268)
mean±SD

Variables

Gender
Heterosexual

646

Male
Female
No
Yes

174
94
2093
185

Non-sexually
transmitted disease
group
(n=2246)
mean±SD
1573
673
153
83

χ2 or t

p

2.949

0.092

164.27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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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sexual
Bisexual

No
Yes
No
Yes
No
Yes

Sexual experience
after drinking
School sex
No
education
experience in the
Yes
last 12 months
Start of sexual intercourse
Contraceptive practice
Method of contraception

270
148
117
65
673
210

1976
120
2129
203
1573
58

1533

713

163

105

4.35±3.952
3.04±1.170
1.44±1.772

9.54±2.438
2.50±1.325
1.36±1.201

322.374

〈.001

129.315

〈.001

246.079

〈.001

6.028

0.016

30.381
-6.392
-1.040

〈.001
〈.001
0.298

3.4 성병발생 영향요인
동성과의 성관계, 음주 후 성관계, 성관계 경험 시작 시기는 성병발생을 50.8% 설명하였다.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 1단위 감소는 성병발생을 0.458배, 음주 후 성관계 경험 1단위 감소는 성
병발생을 0.152배, 성관계 경험 시작 시기 1단위 감소는 성병발생을 0.689배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 성병발생 영향요인

(N=2514)

[Table 4] Factors Affecting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cidence

(N=2514)

Variable
B
Homosexual
-0.781
Sexual experience after
-1.882
drinking
Start of sexual intercourse
-0.373
Contant
1.535
Nagelkerke R2 = .508; χ2 =724.430; df =6; p< .001;

SE
0.252

Wald
9.625

p
0.002

OR
0.458

0.182

106.420

〈.001

0.152

0.025
213.966
〈.001
0.689
0.349
19.370
Each variable adjusted for all other variables in the

table; SE=Standardized Error; OR=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4.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
서 성병 발생에 영향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국가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을 실시하
였다.
청소년의 성병발생은 동성과의 성관계,

음주 후 성관계, 성관계 경험 시작 시기에 의해 50.8%

설명되어졌다. 청소년의 성관계 노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대적 조류가 성관계에 대한 이
른 허용을 거부할 수 없다면, 청소년에게 건강한 생식관리를 위한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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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동성과의 성관계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11]. 또한, 음주 후 일어난 일에 대
해서 허용적인 국민적 정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 후 원하니 않는 타인과의 성관계
를 갖는다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조심의
문제가 아닌 금기의 문제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전기 아동에게도 성폭
력의 피해는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닌 피해의 신고 대상임을 교육시켜 미성년자 성폭력의 근절되기
를 희망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사람의 평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국민성교육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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