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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있어, 첫 성경험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방준호, 정광욱, 고아라, 김춘환, 김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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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Factors Influencing Age of Sexual Debut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Who Have Sex
Experiences
Jun Ho Bang, Kwang Wook Jung, Ah Ra Koh, Chun Hwan Kim, Hyo Ji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ongsuwon General Hospital , Suwon, Korea

Background: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adolescents should have a late sexual debut for development of appropriate sexual identity and health
behavior. We identified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sexual debut age.
Methods: In the 2015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3,800 students who had had sexual experiences were included. The one-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existence of drinking, smoking, history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and residential type were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ge. Regression analysis of a complex sample design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ages of drinking and smoking for
the first time, first nocturnal emission, and menstruation correlated with sexual debut age.
Results: In both sexes, the sexual debut age was higher in case of presence of a habit of drinking (P<0.001). In boys, the sexual debut age was higher if
the habit of smoking was present (P<0.001). Also in girls, the sexual debut age was higher in case of smokers (P=0.495),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sexes, first drinking, first smoking, first nocturnal emission, and first menstruation ages correlated with sexual debut
age (P<0.001).
Conclusion: We verified that the age of drinking and smoking for the first time, first nocturnal emission, and first menstruation correlate with the sexual
debut age. The sexual debut age was higher in individuals who had a habit of drinking and smoking than in those who did not. Child sexual violence
and sexual abuse is also thought to have an impact.
Keywords: Sexual debut; Adolescen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moking; Alcohols

서론

인 양상을 보인다.2) 청소년의 건강 행위는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성인기의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청소년기는 신체의 크기, 모양, 생리, 정신 및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

다.3,4)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개방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신

나는 시기로, 성인이 되기 전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이

문, 잡지, 영화, TV로 전해지는 성에 대한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개방

1)

다. 이 시기의 성경험은 단순히 성경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다. 그 결과, 최근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쉽게 성 문화를 접하

흡연, 음주 및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청소년 범죄 등과 중복적

게 되었다.1)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바른 성 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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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청소년의

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총 표본대상은
800개교 70,362명으로 실제 조사한 학생은 797개교, 68,043명으로 조

5)

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사대상의 응답률은 96.7%가 되었다.14)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성경험률은 2005년 4.8%,

설문문항으로 넘어가지 않는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

2016년 4.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성경험 시작 연령은

문에 조사 원자료에서는 항목 무응답이 없으나, 논리적 오류 및 이상

2005년 13.6세, 2016년 13.1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값인 자료에 대한 결측 처리로 인해 일부 문항의 무응답이 발생하였

6)

2007–2013년 국내 남녀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

으며, 항목 무응답률이 2% 이내로 낮았고, 무응답자는 연구에서 제

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7.3%가 성

외하거나 가능할 경우 다른 수치에서 결과를 대체하여 산출하였다.

병에 걸린 경험이 있고, 특히 첫 성경험을 한 나이가 어릴수록 성병

본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으며 첫 성경험 시기를 기입한 학생만을

에 걸릴 위험도는 높다고 보고되었다.7) 어린 나이의 첫 성경험은 성

대상으로 하였는데, 남학생 35,204명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2,392

적 위험성, 약물 복용, 폭력 피해, 자살 충동 및 시도와 연관이 있다.8)

명(6.8%)이었으며, 그 중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2,153명,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인 청소년은 이성애자인 청소년보다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430명, 이성과 동성 모두와 성경험

더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9-11) 그리고 여학생의 경

이 있는 학생은 191명이었다. 여학생 32,839명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

우, 어린 나이에 첫 성경험을 하면 자궁경부암의 위험도가 높아지

은 여학생 889명(2.7%)이었으며, 그 중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여학

며,12) 첫 성경험을 일찍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겪을 가능성

생은 766명,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198명, 이성과 동성 모두

이 높아진다.13)

와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75명이었다.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 68,043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 및 건강행위를 위해서 첫

명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3,281명(4.8%)이었으며, 이 중 81명은

성경험을 늦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국내의 청소년들의 첫

첫 성경험 나이에 대한 대답이 누락되어, 총 3,200명(남학생 2,335명,

성경험 연령은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11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2. 연구 방법

들의 성경험 시작 연령 및 성 행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주 여부, 흡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신장(cm),

연 여부, 성병 유무, 거주형태, 음주 시작 나이, 흡연 시작 나이, 몽정

체중(kg), 성경험 유무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시작 나이, 월경 시작 나이에 따른 청소년 첫 성경험 나이와의 관련

을 통해 만 나이를 계산하였다. 성경험이 있다고 기입한 연구 대상

성을 알아보았다.

3,200명 중 373명은 만 나이의 누락이 있어 학년을 만 나이로 대체하
였는데, 중학교 1학년 만 13세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하였다. 이후 첫

방법

성경험 시기를 묻는 설문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첫 성경험 나이와 평
생 음주 경험 유무, 평생 흡연 경험 유무, 성병 경험 유무, 거주형태와

1. 연구 대상

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 이를 설문지에 자기 기입식으로 표시하는

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6월에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성병은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공동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기 사마귀, 요도염, 골반염, HIV 감염, 에이즈 등이 포함 되었다. 거

조사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급 학생들

주형태는 1) 가족과 함께 살고 경우, 2)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3)

에게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살고 있는 경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중

우, 4)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경우

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성경험 나이와 첫 음주 경험 나이, 첫 흡

17개 시도 내의 시군구를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분류하여

연 경험 나이, 첫 몽정 나이, 첫 월경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44개의 지역군을 집락화하였으며, 집락별 할당된 표본 수만큼 계통

위해 이를 설문지에 자기 기입식으로 표시하였다. 성경험 시작 시기,

추출법으로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를 추출하였다. 2단계

음주 경험 시작 시기, 흡연 경험 시작 시기, 첫 몽정 시기, 첫 월경 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각 학년당 1개의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기는 학년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학년을 만 나이로 변경하였으며,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

중학교 1학년 만 13세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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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우는 정확한 나이를 예측할 수 없어, 만 6세로 정하였다.

며, 여학생 중 평생 음주 경험 있는 자는 634명(73.3%), 없는 자는 231
명(26.7%)이었다. 담배의 경우, 남학생 중 평생 흡연 경험 있는 자는
1,436명(61.5%), 없는 자는 899명 (38.5%)이었으며, 여학생 중 평생 흡연

3. 통계 분석

설문조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version 24.0; IBM

경험 있는 자는 412명(47.6%), 없는 자는 453명(52.4%)이었다. 성병 경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를 남

험에 있어서는 남학생 중 성병 경험 있는 자는 196명(8.4%), 없는 자

녀로 구분하여 첫 성경험 유무, 만 나이, 신장, 체중, 첫 성경험 나이,

는 2,139명(91.6%)였으며, 여학생 중 성병 경험 있는 자는 94명(10.9%),

평생 음주 경험 유무, 평생 흡연 경험 유무, 성병 경험 유무, 주거형태

없는 자는 771명(89.1%)이었다. 거주형태는 남학생 중 가족과 함께 살

를 살펴보았다. 또한, 첫 성경험 나이와 평생 음주 경험 유무, 평생 흡

고 있는 경우는 2,064명(88.4%),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57명

연 경험 유무, 성병 경험 유무, 거주형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

(2.4%),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살고

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첫 성경험 나이와

있는 경우는 132명(5.7%),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에

첫 음주 경험 나이, 첫 흡연 경험 나이, 첫 몽정 나이, 첫 월경 나이와

서 살고 있는 경우는 82명(3.5%)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족과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설계 일반선형모델 회귀분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760명(87.9%),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석을 이용하여 결정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

29명(3.4%),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자료는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렸다.

살고 있는 경우는 39명(4.5%),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
원)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37명(4.3%)이었다.

결과
2. 첫 성경험 나이와 평생 음주 경험 유무, 평생 흡연 경험
1. 성경험 있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Table 1)

유무, 성병 경험 유무, 거주형태와의 연관성(Table 2)

성경험이 있다고 기입하고, 첫 성경험 시작 시기를 기입한 연구 대

남학생 중 평생 음주 경험 있는 자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상 3,200명 중 남학생은 2,335명, 여학생은 865명이었다. 남학생 중 평

13.94±3.43세, 평생 음주 경험 없는 자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생 음주 경험 있는 자는 1,740명(74.5%), 없는 자는 595명(25.5%)이었으

11.37±3.81세였으며, 여학생 중 평생 음주 경험 있는 자는 13.83±3.62
세, 없는 자는 11.96±3.66세였다. P값은 모두 <0.001로 유의하였으며,
남녀 모두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을 더 늦게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200)
Variable
Age (y)
Height (cm)

Boy
(n=2,335)

Girl
(n=865)

16.36±1.63

16.15±1.75

172.69±7.44

160.17±6.09

남학생 중 평생 흡연 경험 있는 자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14.01±3.40세, 평생 흡연 경험 없는 자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12.13±3.87세였으며, P값은 <0.001로 유의하였다. 여학생 중 평생 흡연

Weight (kg)

64.17±12.04

53.23±8.67

경험 있는 자는 13.42±3.76세, 없는 자는 13.25±3.70세였다. P값은

Sexual debut age (y)

13.29±3.70

13.33±3.73

0.495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는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

Yes

1,740 (74.5)

634 (73.3)

경험을 더 늦게 하였으며, 여자는 흡연 여부에 따른 첫 성경험 나이

No

595 (25.5)

231 (26.7)

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 중 성병 경험 있는 자의 첫 성경험

Yes

1,436 (61.5)

412 (47.6)

평균 나이는 9.35±3.87세, 성병 경험 없는 자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No

899 (38.5)

453 (52.4)

13.65±3.47세였으며, 여학생 중 성병 경험 있는 자는 9.22±3.64세, 없는

Drinking experience

Smoking experience

STD experience
Yes

196 (8.4)

94 (10.9)

자는 13.84±3.41세였다. P값은 모두 <0.001로 유의하였다. 남녀 모두

No

2,139 (91.6)

771 (89.1)

성병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을 더 빨리 하였다. 남학생 중 가족

2,064 (88.4)

760 (87.9)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With relative

57 (2.4)

29 (3.4)

Self-subsistence

132 (5.7)

39 (4.5)

Childcare facility

82 (3.5)

37 (4.3)

First nocturnal emission age (y)
First menstruation ag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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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10.39±3.96세였으며, 하숙, 자취, 기숙사
(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13.53±3.82세,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12.27±2.63
11.48±2.1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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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거주하는 자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는 13.54±3.54세, 친척집

8.62±3.56세였다. 여학생 중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의 첫 성경험 평
균 나이는 13.85±3.40세,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8.86±3.02
Korean J Fam Pract. 2018;8(3):4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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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exual debut age by drinking experience, smoking experienc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residential types
Boys’ sexual debut

Variable

Age

Girls’ sexual debut
P-value

Age

<0.001

Drinking experience
Yes

13.94±3.43

No

11.37±3.81

<0.001
13.83±3.62
11.96±3.66

<0.001

Smoking experience
Yes

14.01±3.40

No

12.13±3.87

0.495
13.42±3.76
13.25±3.70

<0.001

STD
Yes

9.35±3.87

No

13.65±3.47

<0.001
9.22±3.64
13.84±3.41

<0.001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P-value

13.54±3.54

<0.001
13.85±3.40

With relative

10.39±3.96

8.86±3.02

Self-subsistence

13.53±3.82

11.90±4.35

Childcare facility

8.62±3.56

7.84±2.79

Age is presented as mean±stadard deviaton.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P-value was calculated by ANOVA test.

Table 3.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sexual debut age and first nocturnal emission age, first drinking age, and first smoking age (boys)
Value
Sexual debut age

First nocturnal emission age

First drinking age

0.212

0.203

0.173

<0.001

<0.001

<0.001

1,271

1,731

1,429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P-value
Sample number

First smoking age

Table 4.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sexual debut age and first menstruation age, first drinking age, and first smoking age (girls)

Sexual debut age

Value

First menstruation age

First drinking ag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0.299

0.317

0.353

<0.001

<0.001

<0.001

794

624

404

P-value
Sample number

세였으며,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살

First smoking age

3. 첫 성경험 나이와 음주 경험 시작 나이, 흡연 경험 시작

고 있는 경우는 11.90±4.35세,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

나이, 첫 몽정 나이, 첫 월경 나이와의 상관관계(Tables 3, 4)

원)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7.84±2.79세였다. P값은 모두 <0.001로 유의

성경험이 있으며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음주 경험

하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시작 나이와 첫 성경험 나이는 결정 계수가 0.203로 상관관계가 있었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살고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을 더 늦게 하였

으며, P값은 <0.001로 유의하였다. 성경험이 있으며 평생 흡연 경험이

으며, 보육원에서 거주하는 경우 특히 첫 성경험 나이가 낮았다. 표

있는 남학생의 경우, 흡연 경험 시작 나이와 첫 성경험 나이는 결정

본상 그룹간 표본 수 차이가 나서 Levene의 검정상 등분산이 만족되

계수가 0.173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값은 <0.001로 유의하였다. 성

지 않아 Dunnett T3 방법을 통해 사후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은 가족

경험이 있으며, 몽정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첫 몽정 나이와 첫

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

성경험 나이는 결정 계수가 0.212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값은

우 포함)에서 살고 있는 경우 사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1.0), 그

<0.001로 유의하였다. 성경험이 있으며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여학

외는 평균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하였다.

생의 경우, 음주 경험 나이와 첫 성경험 나이는 결정 계수가 0.317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값은 <0.001로 유의하였다. 성경험이 있으며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경우, 흡연 경험 시작 나이와 첫 성
경험 나이는 결정 계수가 0.353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값은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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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였다. 성경험이 있으며 월경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경우, 첫

적으로 음주와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첫 성경험 시작 나이가

월경 나이와 첫 성경험 나이는 결정 계수가 0.299로 상관관계가 있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며, P값은 <0.001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음주 경험 시작 나이, 흡

더 어린 나이에 첫 성경험을 할수록 성 학대 및 성폭력과 관련이

연 경험 시작 나이, 첫 몽정 나이, 첫 월경 나이 모두 첫 성경험 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13) 음주,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탈선과 관련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있기 때문에,20) 음주, 흡연 경험이 없이 성경험을 한 학생은 탈선
과 관련이 적으며, 아동 성 학대나 성폭력에 의하여 더 빠른 나이에

고찰

성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매년 천 명이 넘는 아동 성
폭력 피해가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는 아동 성 학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숙해 가는 과도기로 급속

대 사례는 몇 배에 달한다.21) 우리나라 성인 여성 28.4%가 아동기에

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성적 발달이 이루어지며, 신체적으로 왕성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 학대를 경험하였다는22) 보고는 아동 성 학대

한 성적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성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이 된 3,200명의

중요한 시기이다.15) 이러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이른 성경험은 청소

청소년 중 529명(16.5%)의 성경험 시기는 초등학생 때였으며, 419명

년기의 정상적인 신체 성장 과정을 방해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체

(13.1%)의 성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아동 성폭력 및 성

중 증가와 같은 경험은 사회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소극적인 행동을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음주나 흡연 경험

취하도록 한다.16) 과거 10년간 청소년의 첫 성경험 시작 나이는 점점

없이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서는, 성 학대나 성폭력의 가능성을 염두

낮아졌으며,6)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

하고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동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강

인 및 대책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요인들이 청소년의 성경험 시작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
요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성경험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

성병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 나이가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이
는 청소년의 첫 성경험을 한 나이가 어릴수록 성병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논문의 결과7)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가 여자보다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7,18) 본 연구에서

성경험이 있으며,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 있어서 음주 경험 시작

도 남학생 35,204명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2,392명(6.8%), 여학생

나이는, 성경험 시작 나이와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성

32,839명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여학생 889명(2.7%)으로 남학생이

경험이 있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 있어서 흡연 경험 시작 나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

는, 성경험 시작 나이와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2015년 청소년

학생보다 성경험 비율이 낮게 나온 이유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처음 음주 경험 평균 연령은

에 대한 욕구가 더 크며, 성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3,1세, 처음 흡연 경험 평균 연령은 12.7세로 평균적으로 중학교 1학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험을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년 시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7) 성경험 시작 나이를 늦추기 위해

한 여학생들이 성경험과 관련한 민감한 문항에 대해 정직하지 않게

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야 하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험과 관련하여 남녀 학생 별로 영

며, 초등학생 및 증학생에 있어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교육이 더욱

향요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중학생의 공통된 성경험 영향요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인뿐 아니라 남학생, 여학생 각각의 성경험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차
별화된 성경험 관련 중재개발이 요구된다.

조기 초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성경험률은 정상초경 대상자보다
높았다는 연구가 있어,23) 초경을 일찍 할수록 성경험을 빨리 할 것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음주, 흡연을 한 학생의 경우 음주, 흡연을 하

라고 생각하였으며, 몽정 역시 일찍 할수록 성경험을 빨리 할 것이라

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

고 생각이 되었다. 연구 결과 첫 몽정, 월경 나이가 낮아질수록 첫 성

19)

데, 본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있어서, 음주 경험 유무와

경험 나이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성

흡연 경험 유무가 첫 성경험 나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

건강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보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 몽정

다. 남녀 모두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을 더 늦게 하였

및 초경 연령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 흡연에 있어서, 남자는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을

빠른 성경험이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치 않는

더 늦게 하였으며, 여자는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을

임신과 성 매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를 바탕

조금 더 늦게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를 보면, 대체

으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연령에 맞춘 성 건강 증진 중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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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거주형태에 있어서, 가족과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다른 형태의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설계 일반선형모델 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결정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가정은 더 빠른 첫 성경험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거

결과: 남녀 모두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남학생 평균 나이:

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소년의 성 문제에 좋은 영

13.94세, 여학생 평균 나이: 13.83세)가 없는 경우(남학생 평균 나이: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37세, 여학생 평균 나이: 11.96세)보다 첫 성경험을 더 늦게 하였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자가기입식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며, P<0.001로 유의하였다. 남학생은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평

음주, 흡연, 성 행태, 거주형태 같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질

균 나이: 14.01세)가 없는 경우(평균 나이: 12.13세)보다 첫 성경험을

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정직하지 않게 대답하였을 가능성

더 늦게 하였으며, P<0.001로 유의하였다. 여학생 역시, 흡연 경험이

이 있다. 둘째, 대상이 된 학생은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

있는 경우(평균 나이: 13.42세)가 없는 경우(평균 나이: 13.13세)보다

으로 대상의 나이가 일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의 나이가 많

첫 성경험을 더 늦게 하였지만, P=0.495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 모

아질수록 성경험을 할 확률은 올라가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에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음주 경험 시작 나이, 흡연

셋째, 다른 여러 요인이 청소년의 첫 성경험 나이에 영향을 줄 수 있

경험 시작 나이, 첫 몽정 나이, 첫 월경 나이와 성경험 시작 나이는 상

지만 이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만을

관관계가 있었으며, P<0.001로 유의하였다.

대상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으로 학교를 다니

결론: 이 연구에서, 음주 경험 시작 나이, 흡연 경험 시작 나이, 첫 몽

고 있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입학

정 나이, 그리고 첫 월경 나이가 첫 성경험 나이와 상관관계가 있다

전을 만 6세로 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

경우보다 첫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년에 있어, 첫 성경험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의미있는

아동 성 학대 및 성폭력이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이에 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 경험 시작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 경험 시작 나이가 어릴수록,
첫 몽정 나이가 어릴수록, 첫 월경 나이가 어릴수록 성경험 시작 나

중심단어: 첫 성경험; 청소년; 성병; 흡연; 음주

이도 어려졌으며, 역설적으로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음
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첫 성경험 연령이 낮아졌다.

요약
연구배경: 국내의 청소년들의 성경험 시작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
는 추세이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과 건
강행위를 위하여 청소년의 성경험 시작 나이가 늦어져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 청소년의 빨라지는 성경험 나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뚜
렷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경험 시작 나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6월에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
지 전국 800개교에서 공동으로 68,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연구하였으며, 성경험이
있으며 첫 성경험 시기를 기입한 3,200명이 대상이 되었다. 음주 경험
유무, 흡연 경험 유무, 성병 경험 유무, 그리고 거주형태가 첫 성경험
나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음주 경험 시작 나이, 흡연 경험 시작 나이,
첫 몽정 나이, 그리고 첫 월경 나이가 첫 성경험 나이와 상관관계가
Korean J Fam Pract. 2018;8(3):448-454

REFERENCES
1. Hong CE. Pediatrics. 9th ed. Seoul: Daehane textbook; 2007. p. 44-53.
2. Chang SB, Kim S, Han IY, Park YJ, Kang HC, Lee SK.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01;
31: 921-31.
3. Groft JN, Hagen B, Miller NK, Cooper N, Brown S. Adolescent health: a rural community’s approach. Rural Remote Health 2005; 5: 366.
4. Song BS, Sung MS, Kim CG. Sexual knowledge of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a rural area of Gangwon province. J Korean Acad Fundam Nurs
2005; 12: 374-81.
5. Lee IS, Choi GY, Cha SH, Park HY, Lee JJ.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Korean J Obstet Gynecol 2010; 53: 512-9.
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cited 2017 May 25]. Available from: http://kosis.kr/common/meta_
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17_11758.
7. Lee SY, Lee HJ, Kim TK, Lee SG, Park EC.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first sexual intercourse age in adolescents: the nationwide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J Sex Med 2015; 12: 2313-23.
8. Lowry R, Dunville R, Robin L, Kann L. Early sexual debut and associated
risk behaviors among sexual minority youth. Am J Prev Med 2017; 52: 37984.

www.kafm.or.kr

453

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Jun Ho Bang, et al. Risk Factors Influencing Age of Sexual Debut of Korean Adolescents

9. Kann L, Olsen EO, McManus T, Harris WA, Shanklin SL, Flint KH, et al.
Sexual identity, sex of sexual contact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among
students in grades 9-12- United States and selected sites, 2015. MMWR
Surveill Summ 2016; 65: 1-202.
10. Tornello SL, Riskind RG, Patterson CJ.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adolescent you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J
Adolesc Health 2014; 54: 160-8.
11. van Griensven F, Kilmarx PH, Jeeyapant S, Manopaiboon C, Korattana S,
Jenkins RA, et al. The prevalence of bisexual and homosexual orientation
and related health risks among adolescents in northern Thailand. Arch Sex
Behav 2004; 33: 137-47.
12.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Epidemiological Studies of Cervical Cancer.
Comparison of risk factors for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and adenocarcinoma of the cervix: collaborative reanalysis of individual data on
8,097 women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and 1,374 women with adenocarcinoma from 12 epidemiological studies. Int J Cancer 2007; 120: 885-91.
13. Baumgartner JN, Waszak Geary C, Tucker H, Wedderburn M. The influence of early sexual debut and sexual violence on adolescent pregnancy: a
matched case-control study in Jamaica. Int Perspect Sex Reprod Health
2009; 35: 21-8.
1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6. Cheongju: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Dec. p. 3-11.

454

www.kafm.or.kr

15. Atwater E. Adolescence. 3rd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1992.
16. Rodriquez C Jr, Moore NB. Perceptions of pregnant/parenting teens: reframing issues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pregnancy problems. Adolescence 1995; 30: 685-706.
17. Rew L, Carver T, Li CC. Early and risky sexual behavior in a sample of rural
adolescents. Issues Compr Pediatr Nurs 2011; 34: 189-204.
18. Jo JY, Kim YH. A path model of self, family, & extrafamilial system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exual risk behaviors. J Korean Home Econom
Assoc 2006; 44: 181-95.
19. Pyo EY, An JY, Jeong JO, Yi YJ. Effects of drinking, smoking and drug use experience on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using the data of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0 to 2014. J Korean Soc Sch
Health 2016; 29: 299-309.
20. Lee GC, Kim YJ, Shin YK, Park SH, Tockgo YC. The state of smoking and alcohol use in Korean adolescents. J Korean Pediatr Soc 1997; 40: 307-17.
2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white paper 2008. Seoul: Sanghyun;
2008. p. 93-104
22. Han IY, Yoo SK, Park MS, Kim JS, Lee YW. A national survey on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child sexual abuse. Korean J Soc Welf 2008; 60: 13153.
23. Lee J. Effect of early menarche on sexual experience among Korean high
school girls. Child Health Nurs Res 2017; 23: 137-46.

Korean J Fam Pract. 2018;8(3):448-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