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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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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buse Against Preschool-Aged
Children in a Commun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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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parental education for preschoolers’ sexual abuse (PSA)
preven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education topics for PSA prevention on parents in G city. Methods: Participants were
139 parents (64 fathers, 75 mothers) of preschoolers.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ducted from
April 22 to 24, 2013, and analyzed using prevalence rate, mean score,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one-way ANOVA with the
SPSS 20.0 software. Results: The prevalence rate of parental education for PSA prevention was 62.6%. The prevailing parental
education method was communication with children (87.0%). The mean score of parental education for PSA prevention was
2.60±1.05, while the appropriateness of the education topics for PSA prevention was 4.43±0.55. In addition, parental education
for PSA preven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vious participation in parental education (t=3.07, p=.00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effective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can be obtained by developing
and offering programs that allow parents to educate themselves through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subject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exual abuse of preschoo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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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분
석한 또 다른 연구결과[2]에 따르면 7∼13세에 해당되는 연

1. 연구의 필요성

령대의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 이유는 이 시

현재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 아동들이 타인의 지시에 순종적이며, 자신의 주장을 소극

있는 상황이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발생 빈도가 증

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피해에 취약

가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

하다고 보고하였다.

제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1]에 따르면 2015년 자료에서

심각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최근에 기사화되면서 사회

245명의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2∼

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심각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

18세에 해당되며, 그 중 7∼13세가 과반수로 가장 높은 비율

제 성폭력 피해 아동의 20∼30%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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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과 우울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

가장 친숙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직접 성역할 모델이 되

를 경험한다[3]. 또한 청소년기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인 가

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의 성장 발달 정도를 가장 잘 알

출, 성매매, 약물남용, 학업부진, 자해나 타해 같은 문제행동

고 있기에 자녀 교육의 적임자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

[4,5]을 보여주고 있어 그 후유증의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 정

력예방의 출발점은 아이가 언제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도이다.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은 비단 피해아동에게만 발생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8].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이렇듯 학령전기 아동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크고 심각하다[6]. 실제 어린 시절 성적 학대나 성폭력 피해

부모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부모

경험이 있던 아동은 나중에 성 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

역시 이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며 교육을 수행하는 데 어려

어[7],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움이 존재한다[9]. 또한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제대

아동 성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로 된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 자녀와 성에 관한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 가능한 가해자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정책에만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8].

다[10].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그러나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부모

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충분한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문제를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 성폭력 발생과 관련된

을 감안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의 가장 적절한 대상자는 학령

실태를 검토하여 적절한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전기 아동이며, 이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모가 직접적으로 예

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1] 발표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

방교육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

력 발생 장소로 주거지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

생 시간은 57.9%가 오후 12시에서 6시 사이로 조사되었다. 또

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학령

한 아동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학원

전기 아동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보고되었

용하고자 한다.

다. 이러한 실태보고는 아동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
화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교육기관
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
구하고 가정은 아동에게 있어 여전히 심리적·물리적으로 가
장 중요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학령전기 아동
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예방에 관한 실태를 조사
하고자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
주제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한다.

모는 이들의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부모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자이다.

연구 방법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동의 성
장·발달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과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아동

1. 연구설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

본 연구는 일 지역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예방에 관한 서술

하는 것이다[9]. 가정과 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은 교육의 지속

적 조사연구로 학령전기 아동 부모가 아동에게 실시하고 있

성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 가정과 교육

는 성폭력예방 교육 정도 및 교육 주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관의 연계를 통한 아동 성폭력예방 교육이 보다 성공적으

자 실시되었다.

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
령전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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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거주 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폭력예방 자녀 교육 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13-007)을
받은 후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G시 소재 보육시

시 유무, 자녀 교육방법, 자녀 교육 자료원, 부모 교육 참여 유
무, 부모 교육 방법, 부모 교육 빈도, 부모 교육 참여 가능 요일
을 조사하였다.

설 중 각 구별로 임의로 선정한 4곳에서 보육시설장과 보육
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승낙서를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정도

받은 후 이루어졌다. 본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은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적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는 연구자가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인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위를 포함

직접 배부하며 작성 방법 및 지침을 안내하였고, 4월 22일부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의

터 4월 24일에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

에 대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였다. 이후 설문지 승낙서와

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2]. 본 연

함께 각 가정으로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구에서는 만 3∼5세사이의 학령전기 아동의 성폭력예방을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1]에 근거하여

위해 그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를 의미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05,

하며, 유아 안전교육 내용을 제시한 선행연구[13]를 바탕으

중간 효과크기(f)=.25, 검정력(l-)=.80, 3개 집단을 기준으로

로 본 연구자가 대상자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5문항

one-way ANOVA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대

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수정 보완된 도구는 보육시설장

상자 수는 159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총 160

1인, 성교육 전문가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학령전기 자

명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150 (89.4%)부가 회수되었

녀를 둔 부모 각각 1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15문항 모

으나,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1부를 제외하여

두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80 이상

총 139 (88.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없음을

수록 부모교육을 자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7이었다.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
발적인 서면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3)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 주제의 적절성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들이 성폭

서면 동의서는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사인이나 기호

력 예방을 위하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

로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 노트북과

로 적절한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유아 안전교육 내

USB에 저장한 후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

용을 제시한 선행연구[12]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대상자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0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

3. 연구 도구

한다. 수정 보완된 도구는 보육시설장 1인, 성교육 전문가 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각각 1인

특성 14문항,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육 정도 15

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아, CVI .80 이하인 3문항을 삭제하여

문항,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육 주제의 적절성 10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5점 Likert 척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로 측정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
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예방교육 주제가 적절한 것

1) 일반적 및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특성

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4

대상자의 일반적 및 성폭력예방 교육 관련 특성으로는 부

였다.

모의 연령, 학력, 배우자의 학력, 자녀수, 소득, 부모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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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및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특성은 실수

는 어머니 54.0%, 아버지 46.0%가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40.5세로 35∼39세가 47.5%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학력으

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육 정도와 주제

로는 ‘대졸’이 36.0 %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학력 역시 ‘대졸’

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유무는 ‘아니다’

다.

가 95.7%였으며, 소득은 4인기준 월 평균 ‘300∼500만원’이

셋째, 일반적 및 성폭력예방교육 특성에 따른 학령전기 아

43.9%였고, 자녀수는 ‘2명’이 64.0%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

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육 정도의 차이는 In-

업은 ‘자영업’이 26.6%, ‘사무직’ 24.5%, ‘서비스·영업직’

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21.6% 순이었으며, 어머니 직업은 ‘주부’가 56.1%, ‘전문직’
1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성폭력예방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Parents
Age (yrs)

Education level

Spouse education level

Commuter couple
Monthly income
(10,000 won)
Child number

Father's occupation

Mother's occupation

(N=139)
Categories

Father
Mother
＜30
30∼34
35∼39
≥40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No
Yes
＜300
300∼500
＞500
1
2
3
4
Production worker
Service/sales
Officer
Professionl
Private business
Housewife
Production worker
Service/sales
Officer
Profession
Others

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은 62.6%가 실시하고 있었

n (%)

으며, 교육방법으로는 ‘대화를 통한 교육’이 87.0%로 가장 높

64 (46.0)
75 (54.0)
2 (1.4)
30 (21.6)
66 (47.5)
41 (29.5)
35 (25.2)
45 (31.4)
50 (36.0)
9 (6.5)
32 (23.0)
42 (30.2)
54 (38.8)
11 (7.9)
133 (95.7)
6 (4.3)
50 (36.0)
61 (43.9)
28 (20.1)
10 (7.2)
89 (64.0)
34 (24.5)
6 (4.3)
21 (15.1)
30 (21.6)
34 (24.5)
17 (12.2)
37 (26.6)
78 (56.1)
10 (7.2)
5 (3.6)
16 (11.5)
24 (17.3)
6 (4.3)

았고, 교육을 위한 정보원은 ‘매스미디어’ 42.3%, ‘전문 서적
이나 인터넷’ 34.6%, ‘친구나 이웃’ 5.8%로 나타났다. 예방교

Table 2. Sexual Abuse Preven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139)
Variables
Parent education for
children
Education method (n=52)

Source of information
(n=52)

Wishing for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Best efficient method for
parent education

Prevalence of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on
which day

Categories
Yes
No
Communication
Looking with related data
(book, tv, video)
Book or internet
Friends or neighborhood
Profession
Media (radio, tv)
Parents education
Yes
No
Lecture, discussion
Workshop
Interview
School newsletter
Class inspection
Others
One times a week
Once a month
One or two a year
Three or four a year
Weekday
Saturday
Sunday
Any day
Others

n (%)
52 (37.4)
87 (62.6)
45 (87.0)
7 (1.3)
18 (34.6)
3 (5.8)
1 (2.0)
22 (42.3)
8 (15.3)
118 (84.9)
21 (15.1)
48 (34.5)
8 (5.8)
6 (4.3)
27 (19.4)
49 (35.3)
1 (0.7)
5 (3.6)
45 (32.4)
67 (48.2)
22 (15.8)
16 (11.5)
85 (61.2)
14 (10.1)
19 (13.7)
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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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기회 참여 여부를 묻는 대답에 ‘참여 원함' 84.9%였다. 부

지려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크게 말하기’가 2.83±1.07

모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수업참관’이

점,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꼭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할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연회·토론회’가 34.5%

지 말하고 나가기’가 2.81±1.09점, ‘모르는 사람 차에 타지

였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당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1년

않기’가 2.80±1.12점 순이었다. 또한 ‘낯선 사람과 단 둘이

에 1∼2회’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한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가 2.20±1.03점, ‘낯선 사람이 따라

32.4%였다. 교육 참여 가능 요일은 61.2%가 ‘토요일’이라고

오면 계단을 혼자 올라가지 않기’가 2.05±1.05점으로 낮게

답했으며, 그 외에 ‘아무 때나’가 13.7%였다.

나타났다.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정도

3.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 주제의 적절성 정도

연구 대상자들의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정도는

예방교육 주제의 적절성 정도는 Table 4와 같으며, 총점의

Table 3과 같으며 총점의 평균은 2.60±1.06점으로 나타났

평균은 4.43±0.55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다.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살펴보면,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로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몸을 만지지 않도

반드시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주기’의 실시 정도는 2.96±

록 하기’가 4.60±0.59점으로 적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1.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낯선 사람, 이웃이 몸을 만

며, ‘성폭력 상황에서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기’가

Table 3. Degree of Parents Education for the Preschoolers’ Sexual Abuse Prevention
Items
Do not open the door when staying inside the house except family members.
Speak out loud, "No, I don't want it." when strangers try to touch your body
Report whereabouts to parents before going out
Do not ride on strangers' car
Let parents know when strangers touch or grope your body.
Do not answer strangers when asked to give directions
Do not play outside alone. (playground, public places)
Be allowed from parents to be given anything from strangers
Cry out loud for help when endangered, such as "Help me", "Call the police."
Do not let strangers know your name, address, contacts.
Be allowed before getting on acquaintances' car
Know the difference between showing a favor and being friendly and sexual violence.
(Touching is not acting friendly.)
Do not use public toilet alone
Do not get into an elevator with strangers alone
Do not use stairs when strangers follow
Total

(N=139)
Min

Max

M

SD

1
1
1
1
1
1
1
1
1
1
1
1

4
4
4
4
4
4
4
4
4
4
4
4

2.96
2.83
2.81
2.80
2.76
2.68
2.68
2.67
2.65
2.62
2.49
2.46

1.03
1.07
1.09
1.12
1.08
1.06
1.07
1.01
1.02
0.95
1.00
1.10

1
1
1
1

4
4
4
4

2.35
2.20
2.05
2.60

1.05
1.03
1.05
1.05

Table 4. Degree of Appropriation on Education Theme for the Preschoolers’ Sexual Abuse Prevention

(N=139)

Items

Min

Max

M

SD

Not letting others to touch the body without consent.
Showing denial at the sexually violent moments.
Letting parents or teachers know when threatened or forced to do what the child doesn't want to do.
Telling whether a place is safe or not.
Letting kids to know that the child molester is liable for the responsibility, not the children abused.
Running away from the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Discretion between when it is allowed to take clothes off and when it isn't
Telling whether someone is a stranger or not. (levels of precautions)
Differentiating among good, bad, and confusing feelings.
Educating about names of body parts including genital areas
Total

3
2
2
2
2
2
3
2
2
2
2

5
5
5
5
5
5
5
5
5
5
5

4.64
4.63
4.57
4.57
4.53
4.47
4.42
4.36
4.28
3.82
4.43

0.59
0.63
0.67
0.71
0.75
0.74
0.69
0.84
0.69
0.81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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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Parents Education by Sexual Abuse Prevention 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 education for children
Education method (n=52)
Source of Information (n=52)

Yes
No
Communication
Looking with children related data (book, tv, video)
Book or internet
Friends or neighborhood
Profession
Media (radio, tv)
Participation Education

(N=139)
M±SD

t/F

p

3.30±0.86
2.53±0.82
3.06±0.67
2.88±0.42
3.15±0.78
2.75±0.66
3.00±0.01
2.99±0.59
3.03±0.53

3.07

＜.003

0.46

.497

0.30

.876

4.60±0.63점, ‘유아를 괴롭히고 협박할 때 부모나 교사에게

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성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할 수

말하여 알리기’ 4.57±0.67점, ‘위험한 장소와 안전한 장소

있는 적임자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알기’가 각각 4.57±0.71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기를 포함한

[14-17]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선행연구[18]에서 학령

몸의 각 부분의 이름 알기’는 3.82±0.81점으로 적절성이 가

전기 아동의 성폭력예방 교육을 부모, 보육 교사, 그리고 부

장 낮게 나타났다.

모와 보육교사 동시에 진행하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 아동에
게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단독으로 교육을 실시한 집단

4.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정도의 차이

에서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기술이 가장 많이 증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정도의 차이는

진되었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며, 일상생활 속

Table 5와 같다. 부모의 예방교육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

에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발

(t=3.07, p＜.003)가 있었다.

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수준을 가장 잘

논 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교육할 수 있는 부
모가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최고의 교육자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

부족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아동 성폭력예

부모에게 아동 성폭력예방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

방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은

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6,18]. 학령전기 아

62.6%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방법으로는

동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첫 단추는 바로 그들의 부모를 교육

87.0%가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위한 정보원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받은 부모는 자녀가 성폭력을

은 ‘매스미디어’ 42.3% , ‘전문 서적이나 인터넷’ 34.6%, ‘친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더불어 자기 보호를 위한 기술을 배우

구나 이웃’ 5.8%로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13]에서도 67.0%

도록 돕고, 자녀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의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예방 교

하게 된다[18].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된 교육방법은 대화라고 제시하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

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13]에서는 아동을 교육하는 데 있어

는 다양한 매체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서 ‘대화를 통한 교육’이 ‘자료의 활용’이나 ‘매스미디어’의

각된다.

이용 보다 높은 이유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둘째, 학령전기 아동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들이 성폭력 예방

육 정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2.60±1.0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교육을 자녀에게 못하는 이유로 내용과 방법을 잘 모르고, 자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주기’, ‘낯선 사람, 이웃이 몸을 만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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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하기’, ‘밖에 나갈 때는 부

인식하고 있어[14,18]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성폭력 범죄자 인

모님께 꼭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말하고 나가기’, ‘모

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17] 알 수 있다. Kenny [21]는 부모

르는 사람 차에 타지 않기’에 대한 교육 실시 정도가 다른 문

가 자신의 자녀도 자신처럼 성폭력 범죄자를 구분할 수 있을

항에 비해 더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선 사

거라 믿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을 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

람이 따라오면 계단을 혼자 올라가지 않기’, ‘낯선 사람과 단

였다. 그러나 학령전기 아동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 ‘공중화장실에 혼자 가지 않

것’, 그리고 ‘잘 아는 사람’과 ‘성폭력 가해자’를 구분 하는 데

기’, ‘예뻐하는 것과 성폭력(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구분하기’

있어 나타나는 혼동은 흔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

등에 대한 교육실시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는 Piaget [22]의 아동발달단계 중 전조작기의 특성으로 자기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 주제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평균

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부모가 학령전기 자녀의

4.43±0.5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제로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은

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몸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성폭력

성폭력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

상황에서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기’, ‘유아를 괴롭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성폭력예방 교육을

고 협박할 때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여 알리기’ 등의 주제에 대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식 부족 외에도 문화적 영향 때문

해 다른 문항보다 더욱 적절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성기를 포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선행연

함한 몸의 각 부분의 이름 알기’, ‘낯선 사람 구분하기’, ‘위험

구[23]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문화적 신념이 아

한 장소와 안전한 장소 알기’,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혼동되

동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는 느낌의 차이점 알기’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덜 적절한

서구 문화 속에서 성장한 학령전기 아동들의 약 40.0%에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들은 낯

54.0% 정도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비밀을 자신의

선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부모에게 말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21,24], 중국에서는 약

대한 교육 정도는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 주

16.0%의 아동들만이 알리겠다고 하였다[25], 전통적인 중국

제로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중화장실, 계단,

문화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

엘리베이터와 같이 친숙하고 일상에서 접촉빈도가 높은 환

족한 상태이고, 부모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아동의 안전을

경에서의 경계, 또는 범죄자를 구별하는 방법이나 부적절한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 교육과 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26,

신체 접촉에 대한 자신의 감정상태, 그리고 예뻐하는 것과 성

27]. 부모들이 자녀가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에 대한 관심

폭력을 구분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 정도도 낮고 교

정도가 높고, 또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육 주제로도 상대적으로 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 교육 참여율은 높다[23,28].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지식과 성폭력 예

위한 부모교육에는 반드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부모의 잘못

방 전략에 관한 연구[19]에서 아동들은 주변 사람 중에 성폭

된 믿음을 교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력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한다[23].

에 대해 불편함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은 향후 아동의 성폭력에 노출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들에게

서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29]에서는 아동 성폭력예방 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

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사이에서 16

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또한 신체적 접촉을 비밀로 간직하

세 이전에 성폭력에 노출된 비율을 비교한 결과, 2배 정도의

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을 만한 성인에게 알리는 것은 반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학령전기에 성폭력예방 교

시 교육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육을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폭력에 노출될

성인으로서 부모들은 가족, 친척, 지역 내 주민, 형제자매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성폭력예방 교육에 참여한 대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자가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20].

상자들은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부적절

이에 반해 아동들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한 신체 접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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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선행연구들[14,16]에서 학령전기 부모들 역시 자신의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자녀를 위한 성폭력예방 교육의 일차 교육자로서 자신이 역

2. Han JS, Cho SJ, Bae SM. Factors associated with disclosure

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자료와 부교육의 부재로 인

of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adolescent victims.

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이의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상황에 맞추

Psychiatry. 2015;26(3):176-182.

어 다루어줄 수 있고, 아이의 수준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일대일 교육이 가능한 부모에게 자
녀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교육내
용과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학령전
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 표본
수 산정은 159명이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등을 제외하

https://doi.org/10.5765/jkacap.2015.26.3.176
3. Choi JY, Oh KJ. The effects of multiple interpersonal traumas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13;26(1):
149-157. https://doi.org/10.1002/jts.21779
4. Kim JY, Choi JH. Impact of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on depression in female adolescents and mediation effect

여 총 139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

of distorted sex-related belief. Journal of Korean Associa-

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tion of Child Studies. 2009;30(2):231-247.
5. Buckle SK, Lancaster S, Powell MB, Higgins DJ. The rela-

결론 및 제언

tionship between child sexual abus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Child Abuse & Neglect. 2005;29(9):1031-1047.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https://doi.org/10.1016/j.chiabu.2004.12.013

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은 62.6%가 실시하고 있

6. Sung DK, Lee JY. A study on a prevention plan for sexual

었으며, 교육 방법으로는 87.0%가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었

crim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다. 교육을 위한 정보원은 ‘매스미디어’ 42.3% , ‘전문 서적이

Policy Science Society. 2012;16(2):239-267.

나 인터넷’ 34.6%, ‘친구나 이웃’ 5.8%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육 정도는 평균 2.60±
1.0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육
주제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평균 4.43±0.55점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주제의 선정을 통하여 부모가 직접 교육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녀 성폭
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7. Christopher K, Lutz-Zois CJ, Reinhardt AR. Female sexual-offenders: personality pathology as a mediato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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