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학논집 제17권 1호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7 No. 1, December, 2012, pp.99～110

일 지역 대학생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사용 실태
․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

광양보건대학교 교수

**

백석문화대학교 조교수

이은숙 ․문 희 ․김태희
――…………◇…………――…………◇…………――
*

**

***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Us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on Pill
Lee, Eun Sook*

Moon Hee**

Kim, Tae Hee***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Professor, Gwang Yang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Baekseok Culture University

――…………◇…………――…………◇…………――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us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on pills (ECPs). Method : A survey of 280
undergraduate students (143 male and 137 female) was conducted at a large-size university
in Gwangju during Spring semester in 2012.

Results:

One third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the use of contraception. About 8% of them experienced the use of ECP and
they used it repeatedly. Participants' knowledge toward ECP was very poor. They had feared
that the use of ECP would be negative for their health and pregnancy. However, they showed
the positive attitude for availability of ECP without a prescription. There is a clear need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for ECP and service management program in combination with
university medical center to prevent the unwillingly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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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써 가능하였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응급피임약의 최적임자
인 청소년 특히 대학생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1. 연구의 필요성

인식과 이용실태 조사(Hickey, 2009; Miller,
성에 대한 정보의 범람과 성 개방 풍조로

2011)를 근거로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

인한 성 의식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는 미혼

보교육 효과 및 미혼여성의 활용 저조에 영향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유산 횟수의 증

을 주는 방해요인, 구입제도 개선 이후 이에

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한 인식변화 등의 연구(Falah-Hassani, Kosunen,

31.3%-65.5%가 혼전 성관계에 허용적이었고,

Shiri, & Rimpela, 2007; Hickey, 2009; Polis

8.1%-40.0%가 성 경험을 하였다. 성 경험자의

et. al., 2007; Schwarz, Gerbert, & Gonzales,

55.4%는 임신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17.6%-

2008)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21.6%가 임신을, 20.3%-21.9%가 인공유산을

여성주의적 학자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

하였다(Sohn & Chun, 2005). Song과 Chae(2010)

한 여성의 삶의 질 악화를 예방하고 독립성이

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 지식은 중・고등학

보장되는 삶을 도모해주고자 대학의 보건소

교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인해 남녀 모두 피임

이용, 면담과정에서 당혹감과 수치심을 유발

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여

하는 의료인의 언행, 구입과정에서 약사의 부

학생의 과반수이상인 52.3%가 응급피임약에

정적인 태도 등 개선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인

대한 교육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교육의

스웨덴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의 절반정도
는 피임실패의 산물이며 인공유산과 직결되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Bell & Millward, 1998;
Fitzpatrick & Walton-Moss, 2011).

로 여성의 생식건강을 위협하는 인공유산을

우리나라는 첫 성교 연령이 외국과 마찬가

줄이기 위해 1994년 이후부터 18세 이상의 여

지로 점차 낮아짐으로써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성에게 기존의 피임법이 실패한 경우 인공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이 증가하

산과 달리 배란, 수정 및 착상을 억제하는 이

고 있다. Kang(2008)의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차예방개념의 응급피임약 허용을 적극적으로

거주 여고생의 77.5%가 정확한 사용에 대한

홍보하고 있다(Gemzell -Danielsson, 2010). 또

교육요구도가 있음에도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한 응급피임약이 원치 않는 임신해결에 소요

53.7%만이 응급피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되는 사회적, 의학적 비용절감 효과(Trussel,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응급피임약 구입

Koenig, Ellertson, & Stewart, 1997; Broekhuizen,

은 1998년-2000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된 이

2009)가 인정된 이후부터 대체수단이 아닌 피

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

임법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류됨에 따라 필요시 구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의 경우 2006-2008년의 응급피임약 사용율은

시간이 지체되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

2002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Kavanaugh &

정이다. 더군다나 응급피임약은 성교 후 72시

Schwarz, 2008). 유럽과 미국은 18세 이상의

간 이내에 복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거나

소녀에게 의사의 처방권이 필요하지 않는 자

매우 낮아지므로 최적임자인 대학생의 응급피

유판매가 허용되었다. 이 같은 허용은 주요 방

임약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입 시기,

해요인인 의사처방 등의 보급제도를 개편함으

구입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정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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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이 시급하며 중요하다. 무방비적인 상

3. 연구도구

태에서 성 관계를 갖은 여대생은 불원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보다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alabretto, 2009). 우
리나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를 조사한
연구(Kang, 2008)가 수행되었을 뿐 대학생의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불원임신 예방 교육프로
그램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대학생의 응급피
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도구는 응급피임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
정 도구를 개발한 원저자(Kang, 2008)로부터
사용허락과 함께 제안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
하였다. 원 도구는 지식(12문항), 태도(12문항),
사용의도(1문항)로 구성되었으나, 최근 변경된
응급피임약 복용 시기에 관한 1문항을 삭제한
대신 사용의도 2문항과 피임 관련사항(5문항),
응급피임약 사용 관련사항(5문항)을 보완하였
다.
1)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측정은 복용법에

2. 연구목적

대한 2문항 중 1문항이 틀린 내용이어서 삭제

본 연구는 여대생의 건강증진 교육센터 운

한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각

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C 대학교 학생

문항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 모름으로 측정되

의 성별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

며, ‘맞다’고 응답한 경우 1점, ‘틀리다’ 혹은

도를 파악하였다.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처리하여 각 문항
의 점수를 총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

Ⅱ. 연구방법

피임약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KR 20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1. 연구설계
2)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응급피임
약에 대한 지식, 태도, 의도 및 사용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남용의 두려움(5
문항), 구입의 용이성(4문항), 건강염려(3문항)
의 총 12문항 5점 척도도구이다. 측정방법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5점에서 ‘전혀

2. 연구대상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

본 연구대상자는 G시 C대학교의 재학생 중

으며 부정문항의 경우 역 코딩하여 점수를 주

‘여성과 건강’ 교양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31

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

개 학과의 수강생 90명 중 전공 교과과정에서

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응급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은 기회가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

없었었으며 자율적 참여에 동의한 60명의 해

.80이었고, 각 하부척도인 남용의 두려움은 α

당 학과 동급생 5명씩을 소개받아 선정된 총

= .88, 구입의 용이성은 α = .76, 그리고 건강

300명이었다.

염려는 α = .75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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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 .872 이었고 하부척도는 각각

없었고, 대학과정에서의 성 관련 교과 수강 경

α = .852, α = .784, α = .842이었다.

험은 59.6%가 없었다(Table 1).

4. 자료수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자료수집은 2012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이었다. 연구자는 다양한 전공학생의
표집을 위해 “여성과 건강” 교과목 강좌에 참

Age(yrs)

여한 학생 중 전공학과와 학년이 중복되지 않
으며 자료수집 도우미 역할에 동의한 학생 60
명(참여율 66.7%)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210 (75.0)

25-29

55 (19.6)
3 ( 1.1)

Male

143 (51.1)

Female

137 (48.9)

1st

108 (38.6)

항을 설명하였다. 도우미 학생은 서면 동의한

2nd

52 (18.5)

동료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록 후 밀

3rd

80 (28.6)

봉 봉투에 봉합한 설문지를 받아왔다. 수거된

4th

40 (14.3)

Protestant

92 (32.9)

Budism

15 ( 5.4)

Catholic

23 ( 8.2)

300부 중 응답이 부실한 20부를 제외한 280부

Grade

N (%)
12 ( 4.3)

20-24
Over30
Sex

도우미 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밀봉봉투 사
용과 설문지 회수 등 자료수집에 관한 주의사

19

(N=280)

Religion

(남자 143명, 여자 137명)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Sex education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7.0 프로

None

150 (53.5)

Received

113 (40.4)

Not received

167 (59.6)

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
임과 응급피임 관련 특성,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 의도는 서술통계를 사용하였

2. 대상자의 응급피임약 관련 정보

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응급피임 관련 사항은 배
란시기, 일반적인 피임법 경험, 응급피임에 대
한 정보제공자, 구입 시 의사처방 여부, 사용

Ⅲ. 연구결과

횟수를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53.6%가 임신이
되는 배란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31.8%
가 응급피임약 이외의 피임법을 사용한 적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있었다. 또한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는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

의 62.1%가 들어 본 적이 있었으나 구입 시

분포는 대상자의 3/4이 20세 - 24세군이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자는 18.9%뿐

남학생이 51.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학년

이었다. 대상자의 7.5%가 응급피임약을 사용

별 분포는 1학년이 38.4%로 제1순위였고 4학

한 적이 있었으며 사용횟수는 1-10회가 6.1%

년이 14.3%로 최하위였다. 종교는 53.5%가

를 차지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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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s of related to emergency
contraception of the respondents

점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대상자의 성별, 성

(N=280)

ovulation period
Experience of
contracption

ECPs
Resource

Dr’s prescription

No of ECPs use
(times)

관련 교과 수강경험, 응급피임에 대한 사전 지

N (%)

식, 응급피임약 사용 경험 등의 일반적 특성에

known

150 (53.6)

따른 지식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이나 성 관

unknown

130 (46.4)

련 교과과목의 수강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

have not

191 (68.2)

으나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군

have
Information of

을 보면, 평균점수가 11점 만점 중 3.47±2.64

이 4.26±2.37점으로 없는 군의 경우 2.21±2.55

89 (31.8)

점보다 높았으며(t = 6.819, p = .001), 응급피

Not
received

106 (37.9)

Received

174 (62.1)

없는 군의 3.55±2.63점보다 더(t = -6.521, p =

friend/peer

157 (56.1)

.001) 높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4).

임약 사용 경험 군이 6.13±1.31점으로 경험이

family

4 (1.4)

Dr/Nurse

2 (0.7)

5.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mass media

97 (34.7)

others

20 (7.1)

연구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점수

don’t
require
require

227 (81.1)

는 총 평균 평점은 2.74±0.58점으로 낮은 편이

Not used

259 (92.5)

었다. 태도의 하부요인별로는 ‘구입의 용이성’

53 (18.9)

이 3.23±0.80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염
려’ 2.50±0.84점, ‘남용의 두려움’ 2.49±0.86점

1~10

17 (6.1)

11~20

2 (0.7)

응급피임약에 대한 성별 태도를 비교해보

Over 21

2 (0.7)

면 남학생의 경우 2.80±0.62점, 여학생의 경우

이었다.

2.66±0.51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

ECPs :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게(t = 2.086, p = -.038) 더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또한 하부요인별 점수를 비교하면 ‘건강염

3. 응급피임약의 사용 의도

려’ 외에 ‘남용의 두려움’에서는 남학생의 경

본 연구 대상자의 응급피임약 사용 의도를

우 2.62±0.93점, 여학생의 경우 2.35±0.76점으

조사한 결과 ‘원하지 않은 성교 후’ 92.1%,

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 = 2.652 p = .008)

‘성교 중 콘돔 파열이나 피임 실패한 경우’ 71.9%,

를 보였으며, ‘구입의 용이성’에서도 남학생의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교한 경우’

경우 3.34±0.80점, 여학생의 경우 3.12±0.78점

44.8%가 응급피임약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하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 = 2.289, p =

였다(Table 3).

.023)를 보였다(Table 5).

4.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연구대상자의 응급피임제에 대한 지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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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ntion of emergency contraception pill use
Approve

Disapprove

Neutral

N (%)

N (%)

N (%)

in case of unintended sexual contact

258(92.1)

3 (1.1)

19 (6.8)

in case of birth control failure

205(73.2)

22 (7.9)

53(18.9)

in case of unprotected sex

129(46.1)

77(27.5)

74(26.4)

<Table 4> Comparison of knowledge on emergency contraception pill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knowledge
N
Sex
Sex education on University
Information on ECPs
ECPs use

t (p)

Mn±SD

Male

143

3.29±2.50

Female

137

3.68±2.77

Received

113

3.42±2.65

Not received

167

3.52±2.63

Received

174

4.26±2.37

Not received

105

2.21±2.55

Used

159

3.55±2.63

21

6.13±1.31

Not used
total

2.086

(0.214)

-0.327

(0.744)

6.819

(0.001)

-6.521

(0.001)

3.47±2.64

<Table 5> Attitude toward using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Male

Female

Mn±SD

Mn±SD

Mn±SD

t(p)

Fear of misuse

2.62±0.93

2.35±0.76

2.49±0.86

2.652(.008)

Easy accessibility

3.34±0.80

3.12±0.78

3.23±0.80

2.289(.023)

Health concerns

2.43±0.91

2.57±0.08

2.50±0.84

-1.336(.183)

total

2.80±0.62

2.66±0.51

2.74±0.58

items

Ⅳ. 논

의

Total

2.086(-.038)

정도의 53.6%만이 임신 가능시기를 정확히 알
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피임에 대한 지식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응급피임약 사용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피임에 대한 객관적인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응급피임약에 대

지식정도가 낮았을 뿐 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한 지식, 태도를 중점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차

본 연구대상자의 3/5 정도가 대학과정에서

별화된 피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성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었고 과반수

제안한 Song과 Chae(2010)의 결과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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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리나라 여대생의 피임행위가 공동 책임형, 자

연구대상자의 기존 피임법 사용실태에서는

기 보호형, 임신위험성 지각형 중 어느 유형이

대상자의 31.8%가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든지 모두가 원치 않는 임신 해결법으로 인공

는 ‘성 관계 시 콘돔을 항상 한다’가 14.8%,

유산을 최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때때로 한다’가 25.9%이었다는 Sohn과 Chun

났다(Cho, Han, & Song, 2006). 따라서 인공

(2006)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외국 대학생의

유산으로 귀결되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하

경우 약 80% 정도가 성 경험을 하였고 이중

기 위해서는 대안모색이 매우 절박한 실정이

56.7%가 항상 기존의 피임법을 사용하였다는

며, 본 연구 대상자의 80.0% 이상이 응급피임

Corbett, Mitchell, Taylor, & Kemppainen(2006)

약 구입방법을 모르고 있으므로 필요 시 응급

의 보고와는 차이를 보였다. 응급피임약 사용

피임약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에서는 대상자의 62.1%가 들어본 적이 있으나

먼저 실제적인 홍보교육 제공과 쉬운 접근을

18.9%만이 구입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

도모해 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해주

며, 7.5%가 사용하였고 1.4%는 10회 이상 반

었다.

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 여대생의 경

응급피임약은 기존 피임법 실패 시 인위적

우 74.0%가 응급피임약에 대해 들었지만 처방

으로 태아와 부속물을 모체 외로 배출시키는

을 꺼려하는 의료인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임공임신중절과 달리 성 관계 72시간 이내에

17.0%(여학생; 20.3%, 남학생; 13.4%)의 대상

사용하면 배란, 수정, 착상을 억제함으로써 원

자만이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였다는 Miller

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2011)의 성적보다 더 낮았다. 또한 콘돔이나

피임법으로 인정받고 있다(Gemzell-Danielsson,

다른 피임법 사용을 원하지 않아 응급피임약

2010; Park, 2000). 본 연구 대상자가 응급피임

을 사용하였고(Weaver, Raymond, & Baecher,

약을 사용하겠다는 상황은 원치 않은 성교를 한

2009) 반복적인 사용자가 12.0% 이었다는 보

경우 92.1%, 피임실패 시 73.2%, 피임법을 사

고(Galvin & Blake Fagan, 2008)와도 차이를

용하지 않은 경우 46.1%로 나타나, 강간이나 근

보였다. 이는 응급피임약 사용의 최적임자는

친상간의 경우 85%, 피임에 실패한 경우 74%,

성 생활이 활동적인 청년층이나, 다수의 대학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교한 경우 59%가 응

생이 주위사람으로부터 불원 임신과 유산을

급피임약을 사용하겠다는 Miller(2011)의 보고

감소시켜주는 응급피임약에 관한 정보를 들었

와 비교 시 순위가 유사하였다.

지만 구입처, 처방 유무, 부작용 등에 대한 자

본 연구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세한 지식이 부족하였으며(Miller, 2011), 응급

수준은 11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매우 낮

피임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태도,

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12점 만점에 평균

행동 간에 많은 갭이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서

4.74점을 보인 여고생(Kang, 2008)과 평균 5.03

도 그 이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보인 여대생의 성적(Kang & Moneyham,

보고를(Corbett 등 2006 ; Neustadt, Holmquist,

2008)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

Davis, & Gilliam, 2011) 고려해 볼 때 응급피

자의 과반수가 응급피임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임약 사용은 대상자의 성 관련 가치관이나 태

없는 남학생이었고, 대학 교과과정에서 성 교

도 뿐 만 아니라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전정보

육 기회의 부재로 인해 80% 정도가 친구나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

또래로부터 성 지식을 얻고 있다는 Hu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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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90%이상이 친구

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나 동료(56.1%), 대중매체(34.5%)를 통해 응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정규교육보다는 주위사

급피임약을 알게 된 결과 지식수준이 낮았을

람으로부터 알게 된 사전정보가 지식수준에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국 대학생의 경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 대학생

도 18.0%가 대학의 교과과정을 통해 응급피임

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1/5 정도가 대학 교과

약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뿐 대상자의 대부분

과정에서 들어보았을 뿐 대다수가 미디어나

이 건강관리자가 아닌 미디어(43.0%)와 친구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결과 자세한 지식이 부

(22.0%)를 통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얻

족하였다는 Miller(2011)의 보고와 응급피임약

고 있기에 40%가 낙태약과 동일한 것으로 혼

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부작용, 작

동하거나 과반수 정도가 작용기전과 부작용에

용기전, 구입처 등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 결

관해 몰랐다는 보고(Vahratian, Patel, Wolff &

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Hickey(2009)

Xu, 2008; Hickey, 2009)와 유사하였다.

의 보고를 반영해 볼 때, 대학과정에서 응급피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의 피임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35.7%, 여학

임약 사용 결정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생의 52.3%가 응급피임약에 대한 요구가 있었

또한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으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이 콘돔이

자가 지식수준이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

나 경구피임약보다 더 낮었다는 보고(Choi, Kim,

는 응급피임약 경험자의 경우 구입 시 의사나

& Oh, 2004)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사에게서 들었던 사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응급피임약 보급에 비해 정보전달이 제대로

사전설명이 지식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

사료된다. 응급피임약 사용 경험을 보면 외국의

다. 이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 위험성이 높은

경우 15% 정도가 반복 사용하였으나(Hickey,

집단인 대학생에게 응급피임약의 정확한 지식

2009) 본 연구에서는 1.4%가 응급피임약을 10

보급과 응급피임약 구입 접근성을 도모하기

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위해 대학 교과과정이나 대학 보건소의 건강

(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응급피임약을 6개

관리 전문가의 적극적인 교육 제공이 필요하

월 이상 사용할 경우 심각한 월경 장애가 발생

다 하겠다.

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

본 연구대상자의 응급피임약 지식수준은 응

용을 하지 않도록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급피임약에 대한 사전정보, 사용경험에 따라

제공이 구입 시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상자의 1/3미만이 정확

무엇보다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한 구입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응급피임약에

없는 경우 정상적인 피임법 대신 응급피임약을

대한 사전정보를 갖은 자가 지식수준이 더 높

상용화하는 습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에 특히

았다. 이는 국내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40% 이

여대생을 위한 실질적인 피임법 강좌 참여 확

상이 시간부족, 학교의 보수적인 시각, 학부모

대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반대, 정보부족, 남용우려 때문에 여고생에게

본 연구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점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

수는 평균 2.74점으로 우리나라 여대생의 경

으며(Kang, 2008),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우 2.60점이었다는 Kang과 Moneyham(2008)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어 응급피임약에 대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부요인인 ‘구입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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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5점 만점에 3.23점을 보인 반면 ‘남용

처방을 꺼려하거나 자유판매를 반대하는 입장

의 두려움’과 ‘건강염려’ 점수는 2.50점 이하

이었다(Corbett 등, 2006). 그러나 Polis 등

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여고생의 경우에도

(2007)이 응급피임약 사용자의 생식건강행위

‘구입의 용이성’이 3.35점인 반면, ‘남용의 두

를 조사한 결과 우려하였던 부정적인 영향이

려움’이 2.26점, ‘건강염려’가 2.16점이었음을

없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보고한 Kang(2009)의 성적과 유사하였다. 또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어 자유구매가 가능하

한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의 경우 ‘남용의

더라도 응급피임약의 사용 시기, 구입처, 작용

두려움’과 ‘구입의 용이성’ 요인 점수가 남학

기전과 부작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여대생

생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여 부정적

의 경우 무방비상태의 성 관계를 갖은 후에도

인 태도 보임으로써, 여학생의 경구피임약에

응급피임약 사용이 제한적이었다고 Calabretto

대한 태도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부정적

(2009)는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

이었다는 결과(Yim & Cho, 2002)와 일치하였

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1/3정도가 기존 피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급피임약은 불원임신

임법을 그리고 7.5%가 응급피임약을 사용한

을 예방하고자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입하게

경험이 있으나, 과반수 정도가 임신시기를 정

되나 구입 과정이 경구피임약처럼 용이하지

확히 알지 못할 뿐 만 아니라 피임법을 사용

않는 현 의료제도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

하지 않았거나 피임실패 시 응급피임약을 사

된다. 청소년의 불원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의

용하겠다는 의도가 높았으므로 불원임신 예방

료인의 처방제도를 개선한 외국에서도 30%의

을 위해 실제적인 피임교육 제공과 함께 교내

대상자가 응급피임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

보건소에서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제

사의 언행으로 인해 매우 당혹감을 느꼈으며,

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두 번째의 구입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으로
부터 더 많은 당혹감을 받았다는 보고(Corbett

V. 결론 및 제언

등, 2006)를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의 남용을 우
려하는 언행이 대상자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국 여대

본 연구는 여대생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생의 경우 자신이 임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

상담센터 운영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응급피임

어 응급피임약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과반수

약에 대한 사용 실태 및 지식과 태도를 조사

가 구입처나 구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지식

하였다.

부족으로 응급피임약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다

본 연구 대상자는 7.5%가 응급피임약을 사

는 Miller(2011)의 보고와도 유사하다 하겠다.

용하였지만 필요시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높은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7.5%가 응급피임약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

을 사용하였고 소수에서는 반복하는 경향이었

준은 낮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태

다. 국외의 경우에도 다수의 의료인은 응급피

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부정적이었다.

임약의 구입이 용이해지면 기존의 피임법 사

본 연구 대상자는 일 대학교에서 편의 추출

용을 소홀히 하고, 난잡한 성행위의 증가로 인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해 성 매개성 질환이 증가될 것이며, 반복적인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필요시 사용의도가 높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점을 우려하여

은 대학생의 응급피임약 사용효과를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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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습관적인 남용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

Cho, J. Y., Han, S. W., & Song, M. S. (2006).

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식수준을 고려한

Personality-based contraception behavior

맞춤형 교육 제공과 함께 자율적 선택결정을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도와줄 교내 보건소와 연계된 상담센터 운영

of Women Health Nursing, 12(4), 338-347.

이 필요하다 하겠다.

Choi, S., Kim, Y., & Oh, H. (2004). A study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

traception knowledge in female adolescent.

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첫째, 응급피임약 반복 사용자의 성 행위와
생식건강 상태에 대한 추후 연구 수행을 제안

10(1), 42-50.
Corbett, P. O., Mitchell, C. P., Taylor, J. S., &

한다.

Kemppainen, J. (2006). Emergency con-

둘째, 대학생의 불원임신 예방과 생식건강

traception: knowledge and perceptions

증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in a university population. American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사용을 가이드 할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18(4),

수 있는 대학 내 여성건강증진 센터 운영을

161- 168.

제안한다.

Fallon, D. (2003). Adolescent access to emergency

셋째, 필요 시 응급피임약 처방과 근접의 용

contraception in A and E depart -ments:

이성을 위해 대학보건소와의 연계된 교내 응

reviewing the literature from a feminist

급 서비스 운영을 제안한다.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2(1), 4-11.
Fitzpatrick, E., & Walton-Moss, 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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