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층에 따른 노인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 인식의  

차이에 관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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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오제홍 김재희 임유라 김민지 이은주 오은나 김나희 유지연 김지안 / 지도교수 박경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 3장. 연구결과 

구분   성 태도 

연령층 

빈도 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값 P값 

청소년층 68 3.32  0.50    

15.728 
(P<0.01) 

0.000 
청년층 77 3.56  0.47  

중장년층 41 3.54  0.57  

노년층 59 3.05  0.35  

합계 245 3.37  0.51        

  (4) 성 지식, 성 태도과 성 인식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성 태도 성 인식 성 지식 

성 태도 1 
0.436 

 

(p =0.000) 
0.315 

(p =0.000) 

성 인식 
0.436 

 

(p=0.0001)) 
1 0.328 

(p =0.000) 

성 지식 
0.315 

 

(p=0.000) 

0.328 
 

(p=0.000) 
1 

1)  P < 0.001      

    1. 결론 

    2. 제언 

Tamhane 다중비교 (종속 변수:성지식) 

유의확률(P) 

연령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소년층 - 0.000 0.000 0.692 

청년층 0.000 - 0.978 0.001 

중장년층 0.000 0.978 - 0.005 

노년층 0.692 0.001 0.005 - 

Tamhane 다중비교 (종속 변수:성 태도) 

유의확률 

연령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소년층 - 0.020 0.235 0.002 

청년층 0.020 - 1.000 0.000 

중장년층 0.235 1.000 - 0.000 

노년층 0.002 0.000 0.000 - 

Tamhane 다중비교 (종속 변수:성생활 인식) 

유의확률(P) 

연령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소년층 0.184 0.445 0.867 

청년층 0.184 1.000 0.002 

중장년층 0.445 1.000 0.044 

노년층 0.867 0.002 0.044 

     제 1장. 서론 

     제 2장. 연구방법 및 도구 

     제 4장. 결론 및 제언 

●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노인의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함  

● 노인의 성에 대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이 필요함.  

● 전문상담기관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5)  사후검정 

 (3) 연령별 성 태도 간의 차이 

 (1) 연령별 성 지식 간의 차이 

● White(1982)에 의해 개발된 성 지식에 관한 내용을 묻는 도구로서 총 34문항을 ‘참’을 1점, ‘거짓’과     
   ‘모르겠다’를 0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함 (α=0.808) 
 

● White(1982)에 의해 개발된 ASKAS를 박미현(2008)이 대상자에 맞게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총 11문항을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허용적임을  
    의미함 (α=0.83) 
 

● 기존 선행연구(이창은,1999)에서 사용되는 성 인식도를 참고하여 총 7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균점수 
    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높을수록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함 
      

    성 생활 관심도 : (α=0.817) / 성 생활 중요도 : (α=0.901) 

  (1) 연구도구 

● 연령층에 따라 성 지식, 성 태도와 성 인식이 실제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노인과 청소년층이 성

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였음. 전 연령층에서 성 지식에 대한 점수가 15.15점으로 절반

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성에 관하여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 
 

● 전 연령층의 성 태도와 성 인식에서 노년층의 성 태도와 성 인식의 점수가 각각 3.05점, 2.83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음. 따라서 전 연령층의 태도와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성 욕구를 표현하고 적절

히 해소하여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성생활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함. 
 

● 성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 인식이 긍정적이며, 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성 지식이 높고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허용적인 것을 볼 수 있었음. 실제로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었음. 따라서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한 영역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의 세 

가지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함. 
 

연구 필요성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가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 
 

•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부족 및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성 문제야기   

연구 목적 

•  노인들의 성 문제와 편견적인 사회 인식에 관심
을 갖고  다양한 연령층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 
 

•  노인의 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함.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 설계 

영역 연령 빈도수(명) 평균 표준편차 F P 

성관심도 

청소년층 68 3.05 0.82 

0.834 
(P<0.01) 

0.000 

청년층 77 3.32 0.83 

중장년층 41 3.13 0.83 

노년층 59 2.73 0.68 

합계 245 3.07  0.82    

성중요도 

청소년층 68 2.84  1.02  

4.959 
(P<0.05) 

0.011 

청년층 77 3.16  0.93  

중장년층 41 3.40  1.01  

노년층 59 2.95  0.60  

합계 245 3.06  0.92  

성 인식 

청소년층 68 2.96  0.84  

4.646 
(P<0.01) 

0.004 

청년층 77 3.25  0.77  

중장년층 41 3.25  0.85  

노년층 59 2.83  0.55  

합계 245 3.07  0.78  

 (4) 연령별 성 인식 간의 차이 

구분 문항 정답률(%) 

청소년층 

8.  일반적으로 성적인 행위(활동)들은 경험을 할 수 있다. 69 

15. 일반적으로 노년층(6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있어 성적인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의욕은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6 

청년층 

16. 처방되거나 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어떤 사람의 성적인 욕구(충동)를 변화시킬 수      
     있다. 77 

15. 일반적으로 노년층(6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있어 성적인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의욕은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5 

중장년층 

24. 남성들은 노인이 되면 성생활의 빈도(횟수)가 감소한다. 80 

15. 일반적으로 노년층(6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있어 성적인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의욕은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12 

노년층 

2. 일반적으로 노년층(65세 이상)의 남성들은 젊은 남성들보다 자신의 성기를 발전시키는데 

    (딱딱하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68 

11. 다른 사람에 비해 성적으로 활발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17 

구분 성 지식 

연령층 

빈도 수 
(명)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청소년층 68 11.97  6.88    

12.907 
(P<0.01) 

0.000 
청년층 77 17.45  6.58  

중장년층 41 18.51  7.98  

노년층 59 13.46  5.50  

합계 245 15.15  7.15        

정답률이 높은 문항 
정답률이 낮은 문항 

연구 대상 

• 2016. 03.21 ~ 2016.09. 30 

• 설문조사 

•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 

• 연령별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의 차
이는 ANOVA를 , 사후분석으로 
Tamhane 다중비교를 사용 

•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간의 상관관
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  

• C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
상으로 편의표본추출  

   청소년층 (10~19세)68명, 
청년층 (20~39세)77명,  

   중장년층 (40~64세)41명, 
노년층 59명 (총 245명)으로 
구성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을 조사하고,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