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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WomerVs Health w ill be provided to the female students as a general studies
course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rom 1999. This study as a descriptive one
was done to understand the college female s t 니dents' level of the knowledge on the
women's health and their educational need to the health. Two hundred and twenty
female students were selected fo r the self-reporting to a questionnaire in which 3
Likert

Scale

on

19

subjects(knowledge

need-42

items,

educational

need *42

items)related to Women's Health were used. The res 니I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spondent's average age was 20.1 years. The

니s 니al

information resource

of the women's health was women's magazine(22.2%), friend(20.7 %

)，

TV or radio

(18.4%), and newspaper(12.1%). If the Women's had the opportunity to select the
Women's Health as general studies w ill be opened, about 90% o f the respondents
would like to choose their course.

* 본 논문은 1998년도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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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spondent's

knowledge

level on the Women's Health

was very

low.

Among the 19 subjects related to Women's Health, the high score was recorded in
the

items

of

smoking

and

health,

diet

and

health,

reprod니ctive

anatomy

and

physiology, sexual violence, alcohol and health. In contrast, low scores were shown in
the o b je c ts on the infertilit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bortion, and disease of
the reproductive system.

3. The level of the respondent's educational need on the Women's Health was
very high. Among the 19 subjects related to Women's Health, the high score of
educational need was shown in the subjects o f smoking and health, diet and health,
reproductive anatomy and physiology, sexual violence, alcohol and health. However, the
respondents showed the lower score o f educational need in the subject o f infertilit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bortion and reproductive disease.

4. The senior female student among the respondents showed the highest score.
Especially the recorded the high score on the alcohol and health, environment and
health, sexual psychology, reproductive anatomy and physiology, women and aging,
and management

o f adult disease. In contrast, the

highest score in the educational need level for the

junior female students showed the
women's health. In particular, they

had the high score in the sexual violence, self examination and self management
health, pregnancy, delivery, management o f adult disease, disease o f reproductive
system, abortio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In conclusion,

most o f the college women have

class

in the

knowledge

니niversity

which

keeps

after the
the

grad 니ation

health

infertility.

received so far neitherany reg니lar

o f high

management

of

school,

nor the

herself.

Even

necessary

though

the

respondents had the high educational need on the women's health, their knowledge
level was quite low. Conseq 니ently it needed in the

니niversity

education to provide

the female students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women's health related on the
self care and health management through their lives.

I.

서

론

성적으로는 성숙단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남
녀의 성 관계와 관련된 피임, 임신, 성 접촉
성 질환, 유산, 성폭력 등 바람직하지 않는

여성의 건강문제의 특징은 대부분 생식과
정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며,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예방이 우선적으로 요구(이

생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건강문제의 유형이 각기

인숙，1994)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

달라진다는 데 있다. 여대생의 경우 이들은
성인기의

삶의

발달단계

전환기에

들은 대학입시위주 교육으로 이에 대한 충분

있으며,

16

-

여대생의 여성건강에 관한 지식수준 및 교육요구

한 학습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채 대학에

환에 감염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될

진학하게 된다(양성숙, 1992). 대학에 들어온

경우 신체적인 손상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이후 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폐쇄적인 사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인 심각한 손상을 받

회문화 환경에서 벗어나 그 동안 해결하지

게된다.

못했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에

쉽게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성

있는 여대생에게 건강 관리를 위한 교과목의

의 상품화가 만연된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

운영은 여성으로서의 인간이 가져야하는 생

에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치관, 태도가

명의 존엄성과 성 정체성의 확보 및 건강한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성 일탈 및 성

성과 건전한 성문화의

범죄의 충동을 받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 뿐 만 아니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형성에 기여할 것이

남자 대학생의 54%와 여자의 18%가 성 경

있는 능력을 길러중으로써 대학 졸업 후 일

험이 있으며 성 경험을 한 남학생의 31%,

생동안 건강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

여학생의 17%가 임신시켰거나 임신 경험이

체가 되도록 해주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있었으며 성 관계를 가진 남학생의 20%, 여

것이다.

학생의 30%가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건강과 관련되
는 과목으로 보건학, 심리학，사회학, 여성학

보도되고 있다(동아일보，1998).
문제는 이들이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인과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성교육 및 건강관리

동등한 수준으로 성숙되었다 할지라도 성에

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관한 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완전하
고 미숙하며(이광자, 1990)，현실적으로 성에

없는 실정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간호학교수
들이 주축이 되어 일반 대학생에게 ‘가정간

대한 올바른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

호학’’ ‘가족간호학’，‘인간과 건강’, ‘생활과 건

식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강’, ‘성과 남녀관계’ 등의 교양과목을 운영하

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인숙, 1994).

고 있는 추세이다(박정숙 등，1996). 따라서

게다가 이에 대한 상담과 교육 및 적절한 의

본 연구자는 여대생의 건강관리 및 건강 증

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나 기관

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여성과

의 이용 역시 성인보다 부족한 실정에 놓여

건강(가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

있다. 물론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생식

성건강과 관련된 선정된 주제에 대한 여대생

기관，생식작용에 대한 교과 내용과 교육자

의 지식수준과 교육요구 정도를 파악하고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 위주의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간의 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양성숙, 1992)，

n . 문헌고찰

대학 교육과정마저도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전공학문을 수학하는 학생을(예: 의학, 간호

여성건강의 목적은 여성들이 생의 과정에

학 등) 제외한다면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따

서 발생하는 요구와 변화에 적절히

대하는

라 잡지 등을 통한 비밀스런 개인학습에 의

데 있다(GriffithᅳKenney, 1986). 이에 따라

존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성과 건강에 관한

여성건강의 주요 쟁점은 사춘기 아동이 초경

불완전한 지식체계에 의존될 수밖에 없게 되

과 함께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임신, 분만, 산

며, 불건전한 성 관계로 인한 성 접촉성 질

욕의 과정을 겪고 어머니가 되는 성장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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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생식기 및 성 특성과

가능한 한 성인병의

관련된 건강문제, 사춘기 임신, 미혼모, 성폭

성인 초기 즉 청년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건

이환율이 낮은 시기인

력 등 사회 • 문화적인 건강문제 이외에 폐경,

강행위를 수정하여 좋은 건강행위를 수립하

호르몬 요법，불임 등의 생활사건 모두에 두

도록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고 있다. 따라서 여성건강을 위한 관리는 여

하다고 하였다. 장순복(1997)은 대학생에게는

성의 건강요구나 건강에 대한 신념, 가치, 경

건강교육의 일부인 성교육도 도덕적인 측면

험을 중시하고 여성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에서 자제만을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살아있

결정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는 성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평소 ‘안전한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여성 중심 건강

성 관계’에 대한 지식과 행동요령을 익히도

관리에

록 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초점을

두고

있다(Griffith-Kenney,

그럼에도

1986 ；이경혜, 1998).

불구하고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후기에서

관한 연구사업은 청년기 대학생을 위한 건강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어 신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보다는 대부분

여대생은

발달과정상

청소년기

적으로는 성인 수준만큼 완숙되어 있으며 사

이 사춘기 여성이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회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보편화와 정규 교육

한 생식건강문제와 초등，중등, 고등학교 학

연한의 연장으로 인해 결혼시기가 지연됨에

생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

따라 성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보

하였으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

장되지 않아 많은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시기

한 실정이었다. 다행히도

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여성은 건전한 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으로서의 사회 역할 이외에도 가까운 미래

여성건강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문헌 고찰에서는 주로 여대

에 결혼을 하여 경험하게 될 임신, 출산, 육

여성건강에

대한

아, 자신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의 건강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에 있다.

의 교육적 요구와 여성건강 관리를 위한 교
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위한 준비로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식생리, 성 생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건강교육이다. 이는
개개인에게 건강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

리, 성병, 피임에 대한 성 지식 및 성교육 요

제공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구를 조사한 이인숙(1994)은 대학생의 성 지

가치관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갖

식 수준이

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건강관련 문제를

87%가 ‘남녀의 성 심리’’ ‘피임’, ‘성병’，성 윤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할 뿐 만 아니라 건강

리‘, ’임신’에 대한 내용을 특강이나 정규 학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과목 설강 형태로 성교육을 제공받길 원하였

때문이다. 임선옥과 홍은영(1995)은 일생 중

음을 보고하면서 대학에서의 성교육 제공은

에서 건강지표상 가장 건강한 시기인 청년기

실질적인 정규 교과 과정의 개설과 운영을

대학생에게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대상자의

신영희와 홍영혜(1996)는 대학생의 54.7%

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시킴으로써，청
년기에 불건전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문

가 주로 TV나 대중잡지를 통해 에이즈에 대

제를 예방하고 성인 이후 중년기, 노년기까

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보면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정숙 등(1996)도

-

58.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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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년별에 따른 지식 수준이 차이가 없었

의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성희롱 피해

음을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에

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에 여성건강 문제의

이즈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절실한 실정임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방

강조하였다.

과 대책을 위해서는 여대생이 갖는 성희롱에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교육 요구를 조사한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구

이영휘 등(1997)은 대학생이 성병，임신, 생

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길 제안

리기능, 피임, 생식기에 대해 다소 지식을 갖

하였다.

고 있었으나 대상자의 98%가 ‘자신이 성장

인공유산에 있어서도 여대생이 갖는 태도

함에 따라 겪게되는 신체, 심리적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는 실리추구형, 책임강조형, 양가감정형

등

다양한 태도를 보여 주고는 있으나 여대생의

‘잘못된 호기심 유발을 막기 위해’, ‘미혼모,
낙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성

다수가 실리추구형의 태도를 갖고 있다. 즉

병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 제공을 요구하였

활 보호 차원에서 태아가 가져다 줄 결과를

다. 특히 대상자의 요구도가 높았던 내용이

인식할 때 인공유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임이므로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제공시 피

보여 주었음을 지적하면서(신혜숙, 1998) 여

인공유산에 대한 여성의 입장의 이해와 사생

임 및 생식기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생의 책임없는 무절제한 성행위 및 피임실

내용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패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

대학생의 성병예방의 심리적 단계를 조사

기 위해서는 여대생에게 올바른 성 의식과

한 장순복(1997)은 대상자의 성병관련 지식

현실적인 성교육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수준이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간 점수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남학생의

15.1%와

여학생의

최근 여대생의 흡연 경험을 조사한(김문실,

9.6%가 ‘예방행위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음을

김애경, 1997) 결과 흡연 후 여대생은 건강상

보고하면서 성병예방에 있어서 대학생의 관

태의 변화, 정서적 이완, 사회관계의 변화 등

심은 행위 수준이 아닌 보편적인 수준 즉 지

을 경험하나, 여대생의 경우 흡연동기가 남

식을 얻으려는 추상적인 수준이었음을 지적

학생과 다르며 다른 대상자보다 흡연으로 인

하였다. 아울러 미혼 대학생은 성적인 욕구

한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

가 왕성하나 정상적인 해소의 통로가 없고,

을 뿐 만 아니라 체중조절을 위해 흡연을 하

기혼 남녀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자신

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대생의 건강관리를 위

의 성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성병

한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적

관련 지식이 부족하므로 성 관계로 인한 성

극적인 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대학생

박 등은(1996)은 일반 대학생에게 ‘생활과

에게 성교, 임신，그리고 성병간의 유기적인

건강’ 이 라는 과목 시 간에 성과 건강 건강유

관계를 이해시키고 성병예방의 구체적인 행

지 및 증진, 질병 조기 발견, 건강문제 발생

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성교육 교과 운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주

시 간호, 사고예방과 응급간호，정신건강，보

장하였다.

한 후 건강교육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건의료 제도와 지원에 관한 건강교육을 실시

성희롱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를 조사한 신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건강

혜숙(1996)은 대상자가 가해자 책임형, 예방

증진 행위의 수행정도는 평균 2.52점(4점 만

적 대처형，사회구조 책임형, 피해자 책임형

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대학생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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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행위 점수가 일반 성인(박인숙, 1995)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바
람직한 건강증진 생활 양식이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잘 형성되지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성인 초기의 대학생에게 건강교육 제공은 매
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Boston

대학의

Women's

Health

(1984) 교과목 내용의 다이어트와 건강, 약물
과 건강，음주와 건강, 흡연과 건강，해로운
작업환경, 성폭력, 자가검진 및 관리, 인간의
성 심리, 인간의 성행위, 생식기 구조 및 생
리, 피임，성 접촉성질환，유산, 임신，분만,

최근 ‘성과 남녀관계’란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효과를 측정한 결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능력，정서
변화, 행동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장순
복 등, 1997).

불임, 여성의

노화, 생식기계

질환, 성인병

관리 둥 19개 주제에 대한 지식수준 및 교육
요구 정도를 파악하였다. 여성건강관리에 대
한 지식수준은 19개 주제에 대한 42문항의 3
점 척도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박정숙 등(1995)은 대학생의

향후 실제적

인 생활 속의 건강문제 해결과 전국민의 건
강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자들이 일반
대학생에게

미국

필요한 건강교과목을

개발하고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 3점,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
우 2점，‘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1점을
주었다.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요구 또한 19
개 주제에 대한 42문항의 3점 척도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여성과 건강’이란
과목의 교육내용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한 경우 3점,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 2점,

in. 연구방법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양과목으로 처음 선정된 ‘여

4. 자료분석

성과 건강’ 과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

수집된 자료는 MS Office Excel Program

기 위해 피교육자인 일반 여대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내용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자
여성 건강에 관한 19 주제에 대한 여대생의
주관적인 지식수준 및 교육요구 정도를 조사
한 서술적 연구이다.

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교육
연한에 따른 적합한 교육 내용 주제를 선정
하기 위한 여성건강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
및 교육요구도 특성 차이는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시 C 대학교에 재

5. 제한점

학 중인 1，2, 3，4학년 여학생 220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자료수집은 담당 교수의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학생에게 질문

지를 배부한 후 완료된 설문지를 희수하였으
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연구 대상자는 C 대학의 여학생 중 자료
수집이 용이한 대상자만을 표출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신중을 기하
는 것이 필요하다.

214명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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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여성건강에

관한 지식수 준

및 교육요구

점(득점율: 59.6점)을

W. 연구결고ᅡ 및 고찰

보임으로써

대학생의

성 지식수준이 낮았다는 이인숙(1994)의 성
적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는 지식수준을 측정한 문항이 생식생리, 성

19~24세로서

생리, 성병, 피임, 임신 이외의 여성의 건강

21세 (25.7%), 20세 (24.3%), 22세 (22.4%)가 대

과 관련된 14개의 주제가 포함된 결과 나타

부분이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 64명 (29.9%),

난 것으로 사료된다.

2학년 60명(27.1%), 3학년 56명 (25.7%), 4학

19개 주제 중 높은 점수를 보인 주제는 흡

년 30명( 17.3%)의 순이었다.

연과 건강(2.06점)，다이어트와 건강(1.93점)，

대상자들이 평소 여성건강과 관련된 지식

생식기구조 및 생리(1.92점)，성폭력(1.74점)，

을 얻는 곳은，여성잡지(22.2%), 친구(20.7%),

음주와 건강(1.74점)의 순 이었으며, 낮은 점

TV 나 라디오(18.4%), 신문(12.1%)이라고 응

수를 보인 주제는 성 심리(1.29점), 불임(1.19

답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에

점)’ 성 접촉성 질환(1.15점)，유산(1.17점), 생

이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대

식기계 질환(1.09점)의 순위로서 불임, 성 접

학생은 정규과목이나 전문서적을 이용할 기

촉성 질환, 유산,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서는

희가 없이 주로 TV나 라디오(44.1%)，잡지

지식수준이 낮았다. 이는 대학생의 성 지식

(22.8%), 강연이나 특강(15.4%), 친구나 선배

수준을 조사한 결과 성병 (79.8점)，임신(77.5

(7.1%)를 이용하여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신
영희와 홍영혜의

점)’ 생리 기능(74.9점), 피임(68.7점), 생식기

보고와 유사하였다. 또한

(60.9점)의 순으로 생식기에 대해 가장 낮은

‘여성과 건강’이란 교과목이 개설될 경우 대

성적이었다는

상자의 88.4%가 청강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영휘

등 (1997) 의

보고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생식생리(63.1 점), 성 생리

대상자의 0.4%는 청강할 필요가 없다고 하

(62.6점), 성병 (57점), 피임 (36.5점)의 순이었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을 보고한 이인숙(1994)의 보고를 고려할

성교육 요구를 조사한 결과 성교육이 필요하

때 본 연구 대상자 또한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8% 이상이었다는 성

생식기 구조 및 생

리에 관한 점수가 성 접촉성 질환，피임보다

적(박영신, 1988; 이영휘 등, 1997)보다는 낮

높은 점수를 보여

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여성건강에 대한

유사하였다.

또한 19개 주제 중 높은 점수를 보인 흡연

교육의 필요성보다는 강좌가 개설될 경우 실

과 건강，다이어트와 건강, 생식기구조 및 생

제로 청강 유무를 파악하였기에 차이를 보인

리，성폭력, 음주와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

것으로 사료된다.

는 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흡연(21.5%), 생식
기 구조 및 생리 (15.9%), 다이어트와 건강

2. 대상자의 여성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12.1%), 성폭력(6.1%), 음주와 건강(10.3%)

수준

의 순으로 대상자의 20%이하였다. 이에 반

19개 주제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점수 총

해 낮은 점수를 보인 성 심리, 불임, 성 접촉

평균 평점은 3점 만점에 1.39±0.57점(득점

성질환, 유산,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 알지 못

율: 46.3점)으로

여성건강 관리에

한다는 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성 심리 (45.8%),

대한 지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는

불임(81.8%), 성 접촉성질흰<85.0%)，유산<82.7%),

대상자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을 조사한

생식기계 질환(89.3%)으로 성 심리를 제외한

결과 성 지식 점수가 25점 만점에 평균 14.9

불임，성 접촉성질환, 유산, 생식기계 질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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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지식 점수 분포

(N=210)
주

^11

다이어트와 건강

잘 알고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인수(%)

인수(%)

인수(%)

26(12.1)

147(67.2)

41(19.1)

1.93(0.55)

평균(편차)

약물과 건강

5( 2.3)

83(38.8)

126(58.9)

1.43(0.55)

음주와 건강

22(10.3)

116(54.2)

76(35.5)

1.74(0.62)

홉연과 건강

46(21.5)

135(63.1)

33(15.4)

2.06(0.60)

5( 2.3)

66(30.8)

141(65.9)

1.34(0.58)

13( 6.1)

145(67.8)

56(26.1)

1.79(0.50)

5( 2.3)

56(26.2)

153(71.5)

1.30(0.57)

성심리

10( 4.6)

104(48.6)

98(45.8)

1.57(0.59)

성행위

5( 2.3)

53(24.8)

156(72.9)

1.29(0.50)

34(15.9)

130(60.7)

50(23.4)

1.97(0.63)

피임

24(11.2)

87(40.7)

103(48.1)

1.62(0.67)

성병

4( 1.9)

28(13.1)

182(85.0)

1.15(0.39)

유산

2( 0.9)

35(16.4)

177(82.7)

1.17(0.40)
1.40(0.55)
1.31(0.52)

해로운 작업환경
성폭력
자가검진 및 관리

생식기 구조 및 기능

임신

7( 3.3)

63(29.4)

144(67.3)

분만

9( 4.2)

78(36.5)

127(59.3)

불임

2( 0.9)

37(17.3)

175(81.8)

1.19(0.41)

여성의 노화

4( 1.8)

59(27.6)

151(70.6)

1.31(0.50)

생식기계 질환

2( 0.9)

21( 9.8)

191(89.3)

1.09(0.30)

성인병 관리

3( 1.4)

69(32.2)

142(66.4)'

1.35(0.38)

대해서는 대상자의 80%이상이었다(표 1 참조).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교생의 경우 피임(90.7%),

19개 주제 중에서 대상자가 가장 높은 점

성병(87.2%),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84%)

수를 보인 주제는 성폭력(2.55점)，자가검진

을 잘 알지 못하며(조정숙, 1985), 대학생의

및 관리(2.46점), 생식기계

경우에도 생식생리(63.1 점), 성 생리(62.6점),

접촉성 질환(2.41 점)이었으나 낮은 점수를 보

질환(2.44점), 성

성병(57점), 피임(36.5점)에 대해서 낮은 지식

인 주제는 생식기구조 및 생리(2.15점), 작업

수준이었다는

환경(2.15점), 음주와 건강(2.12점), 인간의 성

보고(이인숙， 1994)를 고려해

행위 (2.09점)이었다.

볼 때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19개 주제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3.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요구
도 분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의 분포를 보면 성폭력 97.1%, 자가검진 및

19개 주제에 대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의

관리 95.3%, 약물과 건강 94.3%, 생식기계

총 평균 평점은 2.30±0.60점으로 대상자의

질환 94%, 성 심리 93%, 성인병 관리 92.5%,

여성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는 매우

임신 91.6%로서 대상자의 90% 이상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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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 요구도 분포
(N=210)
매우 필요함

필요함

필요없음

인수 (%)

인수 (%)

인수 (%)

다이어트와 건강

67(31.8)

112(52.8)

33(15.4)

약물과 건강

99(46.3)

103(48.1)

12( 5.7)

2.39(0.63)

음주와 건강

60(28.0)

121(56.5)

33(15.5)

2.12(0.66)

흡연과 건강

75(35.1)

111(51.8)

28(13.1)

2.21(0.67)

주

평균(편차)
2.16(0.66)

75(35.1)

100(46.7)

39(18.2)

2.15(0.67)

성폭력

125(58.4)

83(38.7)

6( 2.9)

2.55(0.56)

자가검진 및 관리

110(51.8)

93(43.5)

10( 4.7)

2.46(0.59)

성 심리

97(45.3)

102(47.7)

15( 7.0)

2.38(0.61)

성행위

64(29.9)

105(49.1)

45(21.0)

2.09(0.71)

생식기 구조 및 기능

69(32.2)

108(50.5)

37(17.3)

2.15(0.68)

피임

90(42.1)

100(46.7)

24(11.2)

2.31(0.66)

성병

104(48.6)

96(44.8)

44(20.6)

2.41(0.62)

유산

85(39.7)

103(48.2)

26(12.1)

2.27(0.66)

해로운 작업환경

임신

98(45.8)

98(45.8)

18( 8.4)

2.38(0.62)

분만

103(48.1)

84(39.3)

27(12.6)

2.35(0.71)

불임

80(37.4)

111(51.9)

23(10.7)

2.25(0.65)

여성의 노화
생식기계 질환
성인병관리

77(35.9)

105(49.1)

30(14.0)

2.21(0.71)

108(50.5)

93(43.5)

13( 6.0)

2.44(0.60)

98(45.8)

100(46.7)

16( 7.5)

2.37(0.63)

요구하였으나 인간의 성행위 79.0%, 성 접촉

의 성적과 본 연구의 19개 주제 중 성 관련

성 질환 79.4%에서는 다소 낮았다(표 2 참조).

주제와 비교해 볼 때 다수의 대학생이 요구

이와 같은 결과를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조

하는 성교육 주제는 유사하였다.

사한 박영신(1988)의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여성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수준과 교

사범대학생의 98.8% 가 성교육을 요구하였으

육요구 정도와의 관계를 보면，여성건강 관

며 교육 내용으로 성도덕, 성 법률, 피해방지

련 주제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수준이 높은

43.4%, 이성교제

결혼, 임신, 출산

편이었으나 이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은 주제

14.0%, 생식기구조 및 생리 5.1% 등 성폭력

는 성폭력，임신, 피임，약물과 건강, 성 심리

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는 박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사

영신(1988)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학

회의 인식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여대생의 성

생이 요구하는 성교육 주제가 성 심리(96.4%),

장발달과정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요구

피임(93.9%), 임신(89.2%), 성 접촉성

(89.7%), 성 윤리(88.8%), 성범죄 예방(84.0%),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
상자의 지식수준이 낮은 주제 중 대상자의

성행위(82.3%)이었음을 보고한 이인숙(1994)

교육요구도가 높은 주제는 자가검진 및 관

23.9%,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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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즉 지식수준이 상위 군에 속한

리, 성 접촉성 질환, 분만, 생식기계 질환, 성
인병 관리 등이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에게

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1학년의 경우 다이어

자신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

트와 건강(20.3%), 흡연과 건강(18.8%), 생식

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기구조 및 생리(13.5%)이었고 2학년의 경우

현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

흡연과

해 대상자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

(13.5%), 3학년의 경우 흡연과 건강(23.2%),

건강 (22.4%),

생식기구조

및

생리

육요구도가 낮은 주제는 인간의 성행위, 해

생식기구조

로운 작업환경, 여성의 노화, 유산, 불임 이었

(14.3%), 4학년의 경우 생식기구조 및 생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32.2%), 흡연과 건강(23.3%), 성 심리(20.0%)

및

생리 (15.5%),

음주와

건강

상황에서 자신과의 관련성이 낮은 문제로 간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

각 학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제

학 남학생의 57.1%와 여학생의 10.3%가 성

의 공통점은 중 고등 학교의 성교육 과정에

교를, 그리고 남학생의 7.1%와 여학생의 5.6%

서 학습하였던 생식기구조 및 생리와 메스미

는 임신을, 남학생의 10.3%와 여학생의 3.4%

디어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흡

가 성병 감염을 경험하였으며(장순복, 1997)，

연, 음주, 다이어트에 관한 주제이었다. 이에

다수의 대학생이 술(95%), 담배(26.3%), 그리

반해 대상자의 3/4이상이 모르고 있다고 응

고 본드，신나, 뷔탄가스, 몰핀, 대마초 등의

답한 주제를 보면 1학년의 경우 생식기계 질

물질

홍영혜,

환(92.5%)，성 접촉성 질환(86.5%), 유산(84.4%),

1996)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에게 건

인간의 성행위(75.8%), 해로운 작업환경(76.5%),

강교육을 제공할 때 대학생의 교육요구도가

불임(75.0%)이었고 2학년의

낮은 주제일지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생

질환(89.6%), 성 접촉성

동안 자신의 건강관리에 기반이 될 필수적인

(81.6%),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임(91.1%), 생식기계 질환(88.3%), 성 접촉

남용(10.5%)을

경험(신영희와

경우

생식기계

질환(85.6%), 유산

불임(84.8%)이었다. 3학년의

경우

성 질환(86.9%), 유산(85.1%), 여성의 노화<80.3%)
4. 학년별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지

이었으며 4학년의 경우 생식기계 질환(83.3%),

식수준

유산(80.0%), 성 접촉성

질환(77.7%)이었다

학년별 여성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점

(표 3. 참조). 이와 같이 학년에 따라 주제의

수 평균은 1학년 1.38±0.57점, 2학년 1.38^.55

유형이 다소 달랐으나 학년별 대상자의 3/4

점’ 3학년 1.38却 .57점, 4학년 1.51*0.65점이
었다.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

이상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주제는 생
식기계 질환, 성 접촉성 질환，유산, 해로운

를 보인 4학년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

작업환경, 불임, 여성의 노화 등이었다. 따라

한 주제는 음주와 건강, 작업환경, 성 심리,

서 대학생 자신의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을

생식기구조 및 생리，여성의 노화, 성인병 관

위해서 생식기구조 및 생리，흡연, 음주, 다

리 등 6개 주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

이어트 이외의 생식기계 질환，성 접촉성 질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이인숙, 1994)

환, 유산, 불임, 해로운 작업환경, 여성의 노

결과 4학년의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화 등 여성건강 관리에 필요한 교육 제공이

비해 지식수준이 높았다는 보고와는 일맥 상

절실함을 나타내주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에
게 건강교육을 제공한 후 건강증진 행위의

통하였다.

수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문적 건강관리

학년별 19개 주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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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년별 여성건강에 대한 지식수준 및 교육요구도의 상위 군 분포 비교
(N=210)
교육 요구도

지식수준
주

^11

1학년
(%)

2학년
(%)

3 학년

4학년

(%)

(%)

1학년
(%)

2 학년
(%)

3학년

(%)

4학년
(%)

20.3

5.1

8.9

13.3

48.4

25.8

25.0

26.7

약물과 건강

1.6

3.5

3.7

3.3

46.8

39.6

42.8

46.6

음주와 건강

4.7

6.9

14.3

23.3

29.7

24.1

30.4

20.0

흡연과 건강

18.8

22.4

23.2

23.3

40.6

27.6

35.7

30.0

0

0

1.7

13.3

32.8

29.3

46.4

33.3

성폭력

9.4

5.2

1.7

10

60.9

46.6

73.2

46.7

자가검진 및 관리

1.6

3.4

3.5

3.5

53.1

49.1

60.7

38.2

0

3.5

3.1

20

51.5

44.8

39.2

36.6

2.3

1.7

1.8

5.0

32.0

25.0

34.8

28.3

생식기구조및기능

13.5

11.5

15.5

32.2

35.9

27.0

35.7

23.4

피임

12.5

7.5

9.5

16.7

39.5

38.5

48.8

35.6

성병

0

0.6

1.8

4.4

34.3

37.9

50.0

38.9

유산

1.6

0.5

0.6

1.1

42.7

34.5

50.6

28.9

임신

1.0

2.9

2.7

6.7

46.1

39.7

55.1

40.5

분만

2.3

1.7

3.6

6.7

50.0

41.3

59.8

36.7

불임

0

1.7

0

3.3

37.5

34.4

50.0

16.7

여성의 노화

3.1

0

0

13.3

32.8

32.7

48.2

33.3

생식기계질환

0.5

1.8

0.8

0.4

45.0

39.2

58.6

32.7

성인병 관리

0.8

0

0

10

47.6

39.6

59.8

28.3

다이어트와 건강

해로운 작업환경

성 심리
성행위

다는 보고(이인숙, 1994)와는 차이를 보였다.

영역이 매우 낮았다는 박정숙 등(1966)의 보

학년별 19개 주제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

고를 감안해 볼 때 여대생의 건강관리에 필

은 주제를 보면，1학년의 경우 성폭력(60.9%),

요한 건강교육 제공의 절실함이 강조된다.

자가검진
5. 학년별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교

및 관리 (53.1%), 성 심리 (51.5%),

분만(50.0%), 다이어트와 건강(48.4%)이었으

육요구도

며，2학년의 경우 자가검진 및 관리(49.1%),
성폭력(46.6%), 성 심리(44.8%), 분만(41.3%)

학년별 여성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교육요
2.35^.68점， 2학년

이었다. 3학년의 경우 성폭력 (73.2%), 자가검

2.29±0.63점, 3학년 2.43却 .64점，4학년 2.20

진 및 관리 (60.7%), 임신(59.8%), 분만(59.8%),

±0.66점으로 3학년, 1학년， 2학년， 4학년의

성인병관리(59.8%)， 생식기계

순 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유산(50.6%), 성 접촉성

요구를

3학년

(50.0%) 등이었다. 4학년의 경우 성폭력 (46.7%),

(87.1%), 1학년(85.6%), 4학년(83%)의 순이었

약물과 건강(46.6%), 임신(40.5%)이었다(표 3.

구

평균점수는

조사한

1학년

결과

2학년(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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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58.6%),

질환(50.0%)， 불임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3권 1호 , 1998년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에 따라 교육요

여성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은 매우 낮

구 내용이 달랐다는 점에서는 이인숙(1994) 의

은 편이었다.

보고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인숙(1994)의

19개 주제 중 대상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조사에 따르면 1, 2, 3, 4학년 모두 가장 많

보인 주제는 흡연과 건강(2.06점)，다이어트

이 원한 주제는 ‘남녀의 성심리’이었던 반면,

와 건강(1.93점)，생식기구조 및 생리(1.92점),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성폭력(1.74점), 음주와 건강(1.74점) 등이었

많아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최근

으며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인식의

자의 수는 20%이하이었다. 이에 반해 대상

변화와 함께 성희롱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자가 낮은 점수를 보인 주제는 불임 (1.19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여건에 의

성 접촉성 질환(1.15점)，유산(1.17점), 생식기

해서 형성되는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계 질환(1.09점) 등이었으며，이에 대해 거의

시대적으로 급증한 현상(신혜숙, 1996)과 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는 80% 이

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이었다.
3.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요구 점

V. 결

수 총 평균점은 2.30 ±0.60점으로 19개 주제

론

에 대한 대상자의 교육요구 정도는 전반적으
‘여성과 건강’이란 교과목을 효율적으로 운

로 높은 편이었다. 19개 주제 중대상자의 교

영하기 위해 여대생의 여성건강에 대한 지식

육요구도가 높은 주제는 성폭력(2.55점), 자

수준 및 교육요구 정도를 파악하고자 1998년

가검진 및 관리(2.46점)，생식기계 질환(2.44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C 대학교 여학생

점), 성 접촉성 질환(2.41 점)의 순 이었으며

22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교수의 협조를 얻

교육요구도가 다소 낮은 주제는 다이어트와

어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협조를 허락한 여

건강(2.16점), 인간의 성행위(2.09점)，음주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에 성실

건강(2.12점), 생식기의 구조 및 생리(2.15점)，

히 응답한 214명의 질문지를 분석하여 얻은

작업환경과 건강(2.15점)이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4. 학년별 여성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1 세로서 4학년

점수 평균은 1학년은 1.38±0.57점, 2학년은

30명(17.3%)을 제외한 1학년 64명(29.9%), 2

1.38却 .55점，3학년은 1.38却 .57점, 4학년은

학년 60명 (27.1%), 3학년 56명(25.7%)의 분포

1.51 ±0.65점이었다. 전 학년 중에서 가장 높

는 비슷하였다. 대상자들이 평소 여성건강과

은 득점을 보인 4학년 대상자가 잘 알고 있

관련된 지식을 주로 얻는 정보원은 여성잡지

는 주제의 순위는 음주와 건강, 작업환경과

(22.2%), 친구(20.7%), TV나 라디오(18.4%),

건강, 성 심리, 생식기 구조 및 기능, 여성의

신문(12.1% )이었고 ‘여성과 건강’이란 교양과

노화, 성인병 관리 등이었다.

목이 개설될 경우 대상자의 88.4% 가 청강하
5. 학년별 여성건강에 대한 대상자의 교육

겠다고 응답하였다.

요구 평균점수는 1학년 2.35±0.68점, 2학년
2. 대상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지식점수 평

2.29±0.63점, 3학년 2.43±0.64점，4학년 2.20

균은 3점 만점에 1.39 却 .57점으로 대상자의

±0.66점이었다. 전 학년 중 가장 높은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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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여성건강에 관한 지식수준 및 교육요구

을 보인 3학년의 경우 교육요구도가 높은 주

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제의 순위를 보면 성폭력, 자가검진 및 관리,

태도 조사. 간호학회지，26(1), 33-42.
양성숙(1992). 청소년 성교육 실태 및 개선방

임신，분만，성인병 관리, 생식기계 질환，유

안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

산，성 접촉성 질환 등이었다.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광자(1990). 청소년과 성문제. 대한간호^ 29(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5-14.

같다.
여대생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후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여성건강에

이경혜(1998). 여성건강 간호학의 정체성. 여

대한

성 건 강간호학회 지，1(4)，29-37.
이영휘, 박미라，송미숙, 유진희, 최순남，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함에 따라 여성 자신
의 건강관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는

지식수준이
지식수준에

낮았다.

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 지식

관계없이

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인천시

여성건강에 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따

일개

라서 일생동안 여성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27(1), 26-35.

대학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이인숙(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

건강에 관한 교육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반드

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

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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