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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the effect of sex education on the
sex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prim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ampled among fifth grader st 니dents(88 experi
mental group, 82 control group) in primary school, K city.
The study was carried out four weeks from 13th J니ne to 13th of July in 1999.
First, pretest of two groups on sex knowledge and attitudes. Sex education was
practiced 40 minutes at a time, at intervals of 2-4 day's six times during 3weeks.
Last of all, posttest of two groups were done ten days later.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guestionnaire asked for sex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The sex education program consisted of structure and
growth of the human body,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of puberty, the sound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pregnancy and birth, prevention of sex니al violence,
lascivious materialsOewd mass media) and its prevention. OHP film and VTR were
니sed

for the ed니cation. The experimental g「o니p met six 1一hour session(40min./hr.).

PC-SAS package programs was

니sed

to analyze the data along with

^ 2 -test, t-test, paired t-test and the feedback from students after sex education
were additiona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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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1.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ᄋ니ps were not shown in general

characteristics
2.

The first hypothesis was accepted. The experimental grᄋ니p

showed

more

change in the sex related knowledge than that of control group(t=7.17, pO.OOO).
3.

The second hypothesis was accepte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change in the sex related attitudes than that of control group(t=2.31， p=0.002).
4. The third hypothesis was accepted. The posttest point of experimental gro니p
showed more change in the sex related knowledge than that of the pretest (t=9.78，
pO.OOOl )•
5. The forth hypotheses was accepted. The posttest point of experimental gro니p
showed more change in the sex related attitudes than that of the pretest(t=2.95,
p=0.004).
6.

The feedback from

students after education were analyzed,

among

many

subjects the education had a big interest in “ prevention of sex니al violence” and
“ physical changes of puberty” In addition they said sex education was essential to
puberty of a growth period and ought to correct mistakes of sex. Also, Thanks to
sex education, they realized importance of opposite sex. Sexual curiosity has fade
away, they had confident manners, they must have willness not to take any
lascivious materials, they preserved hemselves from their physical changes. Sex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The study

on the sex knowledge and attitudes of childhood.

showed that the sex education

was effective

in

increasing sex

knowledge and attitud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recommend that
school-based sex ed니cation should be done regularly by schoolᅳnurses for induced
change of sex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sex.

I. 서

론

한 탓에 포르노나 매춘 등의 음성적인 형태
로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윤가현，1998).

1. 연구의 필요성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무분별한 성적행
동을 조장하는 환경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우리 나라의 성문화는 그동안 성적으

방황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로 불평등했던 가족제도와 사회구조의 모순
을 그대로 받아들여 남녀에게 차별적 성 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

리규범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을 상품화한 왜

하면，성문제가 66.2%, 학업 진로문제 16.7% ，

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또 성행동의

비행 • 폭행문제 11.4%，가정문제가 6.0% 순

기준들도 너무 다양하여 아직 혼란을 초래하

으로 나타났다(사랑의 전화，’93. 3〜 ’ 96. 10).

는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전통적인 유교사

또한 대한 가족계획협회(1996)가 고교 남학

상의 영향으로 성에 관련된 언급자체를 금기

생 1,976명，여학생 3，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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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 중 16.2% 가

로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에 대한 지식은 향

성경험을 했으며 이 중 피임을 실천한 학생

상되었으나, 성에 대한 태도에는 효과를 보

은 52.2% 였고 피임방법과 성병에 관한 정보

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성교

를 얻는 경로로는 잡지(22.2%), 친구(14.8%),

육 내용은 주로 교육부(1983)에서 발간한 성

관련책자(14.8%)였다. 또한 여고생 중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험을 한 여학생은 7.5%였으며, 임신경험자는

이 성의 신체적, 생리적 측면만을 다루는 성

0.4%였고，이중 피임방법을 알고있는 학생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

43.1%, 콘돔사용과 같은 간단한 성병 예방법

초등학생들의 사춘기 시작 연령이 과거에 비

을 알고 있는 여학생은 32.4% 에 불과했으며，

해 앞당겨지고 성적 성숙도가 빨라지는 상황

대상자의 94.7% 가 성교육이

필요하고 성교

에서 TV, 잡지，비디오, 광고，컴퓨터 둥의

육은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교육받기를 희망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은 학생들을 개방적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는 사춘기가

이고 자극적인 성정보에

시작되는 초등학생들의 성교육이 예방차원에

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교육요구와 현상

서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쉽게 접하게 되었

황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의 성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피
해, 미혼모, 성병, 십대 임신, 낙태, 성범죄

본 연구자는 양호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등의 현상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회

초등학교 5 • 6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

전반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예방과 치

시해오면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한 체계적

료적 차원 등 다각적 측면으로 절실히 요구

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하

되고 있다.

게되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5학년

지금까지 성교육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연구와 성교육 실

수준에 알맞은 성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시 전 • 후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연

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둥의 연구들이다.

미치는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교육이 매우 필요

성교육 지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효과를

규명함으로서

성

초등학생들의

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성교육을 실시하기에
교재 및 교육자료부족，지도내용과 방법 미

2. 연구의 목적

숙 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문제점
으로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

중 박순선

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1993)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에서 배부한 성교육 지도자료와 대한
가족계획협회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작한 ‘궁금해요’라는 성

첫째,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

교육 비디오를 사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한 후

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지식과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김진선

둘째，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태

(1995)은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
으로

교육부에서

배부한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성교육지도자료와

셋째, 실험군에서의

성교육 문헌을 중심으로 개발한 생명의 탄

성교육

전 . 후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생, 몸과 마음의 성장，남자의 변화, 여자의

넷째, 성교육 후 실험군이 느낀 소감을 정

변화, 남녀역할과 협력, 성폭력 둥의 영역으

ᅳ

파악

31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5권 1호, 2000년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및 이성교제, 임신과

리 한다.

출생，성폭력 예방,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을
중심으로 개발한 16문항의 도구로 측정된 점

3. 연구의 가설
제 1가설 :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

수를 말한다.

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r지

3) 성에 대한 태도

식j 점수가 높을 것이다.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간의 생리

제 2가설 :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

적 관습과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험의

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r 태

결과로서

도」점수가 높을 것이다.

1993). 본 연구에서는 김진선(1995)이 사용한

이에 대한 경향을 말한다(박순선,

제 3가설 : 성교육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

성에 대한 태도 도구 10문항과 본 연구자가

실험군의 성에 대 한 「
지식」 점수가 높을

관련 문헌을 근거로 개발한 6문항을 합한 총

것이다.

16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제 4가설 : 성교육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

4) 초등학생

실험군의 성에 대 한 「태도」 점수가 높을

보통 만 6세에서 1 2 '13세경까지의 아동을

것이다.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남 •
녀 학생을 말한다.

4. 용어의 정의
1) 성교육
사춘기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와 성장을 이
해하고 성 의식의

n.

문헌 고찰

변화에 따르는 남녀간의

원만한 이성관계를 형성시키며 장차 행복한

1. 초등학생에서의 성교육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친구들과 또래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말한다(박
순선, 1993).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학습지도
안(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1996)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남녀
신체구조와 발달, ②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③ 사춘기의 심리적

집단이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가정과 멀어
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과 멀어지면서 또래
친구를 찾고 더 나아가서는 이성친구와의 경
험을 최초로 하게 된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 심리적 성숙의

변화 및 이성교제, ④

임신과 출생，⑤ 성폭력 예방, ⑥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 등을 말한다.
2) 성에 대한 지식

조기화 현상에 따라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생리적 변
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

성에 대한 지식이란 성에 대한 가치나 현

해서 많은 학생들은 불안 초조하는 등 쉽게
적응되지 못한다. 더욱이 처음 경험하는 생

상 및 남녀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관한

리적 변화에 당황하게 되고 이성에 대한 관

사실관념의 총합을 말한다(박순선, 1993). 본

심과 성적 욕구가 증가하여 혼란을 격게 되

연구에서는

강윤전 (1995) 의

는 이 시기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성교육 내용(남

서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함이 중요

녀 신체구조와 발달,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하다고 본다.

강희경 (199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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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선과 김현옥(1991)은 성교육이란 ‘인간
의 형성의 과정을 통해 성에 관한 생리 • 심

후 교육안을 작성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효율적인 성교육을

리 • 행동의 제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여 풍부

실시하려면 학생들의 교육 요구에 적합한 내

한 인간성과 사회성을 학습시키고 지도하는

용과 전문적인 성교육 지도자, 다양한 교육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의식을 바르게 갖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 성행동을 합리적이고 인격적이며 사회적

1) 초등학생의 성장발달 특성

으로 원만하도록 돕는 교육이다’라고 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 성장발달이 완만하

알게 하는 성교육이 되어야 하고, 참된 사랑과

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영구치가 생기며 눈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

의 구조가 성인과 같이 성숙해지며 뼈 • 근육

알게 하는 성교육,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이 매우 많이 성장하는 시기이며 신경계가

하는 성교육이어야 한다( 정선영，1999)고 하

10세까지 완성되므로 인지발달과 함께 감각

였다.

운동기능이 현저하게 발달한다. 신체가 급성

한영란(1998)은

학령기

아동의

성교육이

장하고 생식기관의 발달도 뒤따르므로 성욕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구가 생기는데, 성욕구가

하고 있다.

수도 있다(유안진 • 김혜선，1994).

때로는 충동적일

초등학교 4 ~6학년은 초기 사춘기에 해당

첫째, 성교육론의 철학이 현재 성기중심의
순결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론에서

하는데，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아가 우호적 성교육론으로 진일보해야

서도 수치심이 강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한다.

이성을 피하며 놀리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

둘째, 현재 5 '6 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는데, 이것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있는 그대

있는 신체변화, 사춘기에 대한 교육내용을
3 . 4학년에 실시함으로써 신체변화에 대비할

로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나타내는 행동이
다(서울특별시교육청, 1997).
초등학교 5~ 6학년에 접어들면 신장의 증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성교육

시수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가，생식계의 성장, 2차 성징 등이 나타난다.
이는 뇌하수체에서

필요하다.
넷째， 집단 성교육만을

대부분 실시하고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분비선이 난소에 자극하여 estrogen을 분

있는데 이와 함께 소집단 상담 및 교육，개

비시켜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것인데，가슴

별상담 및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나 음모를 발달시키고 초경을 있게 하며

다섯째, 양호교사, 담임교사에 대한 성 전
문 교육 훈련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유방의 융기, 음모의 발생, 골반의 확대，다
리길이와 몸통의 길이가 증가하고 근육량이
늘어나며, 액모가 나타나고 배란이 일어나면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

서 성기관이 완숙되는 2차 성징을 발현시킨

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다. 초등학생이 경험한 신체변화 내용을 연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를 위한

구한

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5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영란(1987)은 변

선행연구결과에서

초등학교 5 - 6 학년

대한

성 36.9%, 몽정 23.9% ， 유방 88.9%, 초경

여러 가지 특성 및 사전 지식 등을 사정한

22.0%, 음모 26.1% ，액모 10.4% 로 나타났고,

후 그들에게 알맞은 내용의 교육진단을 한

초등학교 5 .6 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일곱째, 성교육안

작성이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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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1992)은 변성 15.7%, 발모 16.8%, 몽

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고

정 7.8%, 월경 10.0%. 유방발육 84% 의 변화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할 수 있도

를 볼 수 있었다.

록 하였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여러 제한적

Freud 이론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은 정신

요인들로 현재까지도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

성적단계의 다섯 단계 중 ‘잠복기 (6-12세)’단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 실시한다 하더라

계이다 이 때의 아동은 또래관계，특히 동성

도 형식적인 지도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지도

친구나 단체에 집중하여 안전감을 추구하며

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된다. 이때의

(홍길유，1989).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1996)’에서

아동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기에 충분한 자

성교육

아를 강화해야 하며 성정체감을 포함한 자신

지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성교육

의

학습지도안(초 • 중 • 고

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교사편)의

초등학교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len Bee, 1989).
Hurlock(1949)은 초등학교 시기 (6-12세)의

초등학교 5학년 편에서는 신체적 측면, 심

아동을 성적 대항기 (Sex-antagonism stage)

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1차시

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 시기의 아동은 성

신체발달과 건강, 2차시 신체검사의 중요성,

차를 의식하여 주로 동성끼리만 놀게 되며,

제3차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4차시 친구

이성간의 대립적 상태가 유지되고, 이성 아

관계，5차시 여가선용, 6차시 사춘기 심리적

동들과 어울리는 것이 눈에 띄면 다른 동성

특성, 7차시 순결의 중요성, 8차시 성폭력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의미, 9차시 성폭력의 예방 I , 10차시 성폭력

위와 같이 초등학교 5 '6 학년 시기는 성차

의 예방n 등으로 되어있고，초등학교 6학년

를 의식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성적인 문

편에서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제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신체적, 정신적 발

측면으로 나누어 1차시 사춘기의 신체변화,

달의 남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어

2차시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3차시 생리현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성숙이 급격한 변화

상, 4차시 생리시 올바른 몸가짐과 뒷처리, 5

를 갖게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차시 이성친구와 이성교제, 6차시 순결의 중

러한 시기에 초등학교에서의

요성, 7차시 성폭력의 의미，8차시 성폭력의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성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예방，9차시 약물의 올바른 사용, 10차시 약

형성하여

물오남용의 폐해 등의 지도내용으로 학교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 성교육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도와줄 것이다.

요즈음
2) 성교육 현황

특정시간에

우리 나라 학교 성교육은 1980년대 교육부

대부분의
교육시간

학교에서
10차시를

체육시간이나
확보하기가

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3년부

곤란한 형편이므로 가르치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발췌하여 1시간 또는

터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2-3시간 정도로 실시하거나 학교에서 성교육

교육부에서 ‘성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여 성

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서

모 학교에서는 더욱 많은 시간을 실시하기가

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중학교에 주무교

어려운 실정이며, 학생의 성교육 방법과 내

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지속적으

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

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제 5

계적이고 다양한 성교육 자료 개발이 미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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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 성교육이 포

동화와 같은 학습자료와 영역별로 6명의 초

함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등교육 전공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또는 다른 기관(가족계획협회，순결운동본부)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

동안 프로그램

에 의뢰하여 강당이나 급식실에 많은 학생들

중간과 실시 후 관찰의 방법을 통해 아동의

을 함께 두고 성교육을 한 두 번 실시하는

반응을 교사가 기록하고 교육 후에는 사전조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연계성이 부족하

사와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성교

고 학교간에도 상당한 편차를 만들어 내고

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

있다.

도에 미치는 효과를 본 결과，아동의 성에

이상을 통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은 각급 학교마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

대한 지식 향상과 성역할 인지에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육시간

강희경(1992)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확보 및 학습 자료 미흡과 가르칠교사도 부

에게 성교육 지도자료(교육부, 1983)에 있는

족하여 성교육 운영이 체계적으로 연계성 있

내용으로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성장의 기쁨

게 실시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더불

관리), 성장의

어 초등학교 시기에나 그 이전의 과정부터
실시되도록 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양호교

의 탄생과 혈연, 자연과 인간)이라는 내용을

사가 중심이

3차에 해당하는 강의안으로 작성하였다. 이

되어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남녀 어린이의 2차 성징과 성장에의 바른
기쁨n (몸과 마음, 어린이의

성장), 나와 자연(생물의 번식과 생장，사람

를 4주간 6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3
회(1, 3, 5차)는 교사 중심의 토의식 수업으

2. 초등학생에서의 성교육 효과

로, 3회 (2, 4, 6)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효과

한 VTR자료를 이용한 성교육을 실시한 결
과 학생들의 성지식이 향상되었으며 성교육

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많다.
김옥란(1987)은 초등학교 6학년의

남녀학

생에게 사전 설문조사 후 미리 준비한 성교

실시 후 성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육자료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

박순선(1993)도 사춘기에 있는 초등학교 5,

하고 2주 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성에 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배부한 성

한 지식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

교육 지도자료와 대한 가족계획협회에서 제작

과，지식 수준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성역

한 ‘긍금해요’라는 성교육 비디오를 사용하여

할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실시하였고, 1, 2차 강의가 끝난 후 ‘소중한

였다.

우리들’(이원구, 1987)이라는 초등학교 성교

조연순(1989)은 도시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육 교재를 한 권씩 배부하여 강의 내용을 읽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도록 한 결과 성교육후에 학생들의 성지식과

사전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질문을
토대로 상(19명), 하(13)의 두 집단으로 나눈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시설에서 3주

김진선(1995)은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17시간에 걸쳐 다양한 그림과, 스크램북, 막

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배부한 초 . 중 성교

대인형, 인형과 인형옷, 카셋테잎, 역할놀이,

육지도자료와 김정옥(1989)과 조연순(1989)이

뒤 공부방이라는 학교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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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초등학교 성교육 지도내용 및 관련
성교육 문헌을 토대로 생명의 탄생, 몸과 마
음의 성장,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남녀
역할과 협력，성폭력 등의 6개 영역으로 만
든 “나는 어떻게
개발하여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Yei

X

Ye2

대조군

Yc,
그림 1. 연구설계

성장할까요?”라는 교재를

시청각지도자료(ᄋHP자료와

Y c2

VTR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필름)를 이용하여 1차시에는 성교육의 바른
개념과 수정과 착상, 임신, 분만과정을 수업
하고 2차시에는 남녀사춘기의
성장，3차시에는 여자의

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몸과 마음의

변화로 여성생식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뜨시에 있는 B초등학

의 구조와 기능，월경과 생리，4차시에는 남

교 5학년 4학급 중 2학급을 임의 선정한 실

자의

험군 88명(남 55명，여 33명)과, P초등학교 2

변화로 남성생식기구조와

기능, 사정,

포경과 포경수술，5차시에는 남녀 역할과 협

학급 82명(남 41명, 여 41명)을 대조군으로 총

력에 관한 것, 6차시에는 성폭력의 뜻과 예

170명(남 96명, 여 74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방법에 대해 수업을 실시한 후 한국 성폭력

자료 수집은 1999년 6월 13일부터 동년 7

상담소에서 제작한 “내 몸은 내가 지켜요”를

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실험군

상영하는 등의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

과 대조군의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난

생의 성에 대한 지식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다음 실험군에게 성교육을 1주에 2시간씩 총

한 차이가 나타나 지식이 향상되었으나, 성

6시간을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성교육이 끝

아 태도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

난 10일 후 실시하였고, 사 전 • 사후조사시

다. 이는 태도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학급에 들어가 연구목적과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설문지 작성법을 대상자들에게 설명하고 설

않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

문지 작성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

도록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다. 수집된 자료는 총 172부였는데 응답이

이상의 문헌을 통해서 성교육이 초등학생들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70부(실험군

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88, 대조군 82)를 분석하였다.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 연구도구

in.

1) 성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

연구 방법

본 연구도구는 강희경 (1992)과 강윤전(1995)
1. 연구 설계

의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성교육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양호교사 4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과 관련전공교수 1인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한 후

16문항의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변

16문항은 남녀의 신체구조와 발달, 사춘기의

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유사실험 연구로서, 비

신체적 변화,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및 이성

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교제， 임신과 출생， 성폭력, 음란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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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일 경우 1점,
모르겠다와 오답일

경우 0 점으로 처리하였

다. 획득가능점수의

범위는 0점 ~16점이다.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교육학습지도안(한국
학교보건교육연구, 1996)의 내용을 기초로 교
육에 앞서 학생들에 게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

도를 조사하였는데 남녀 신체적 변화(22%)，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사춘기 심리적 변화(20%), 태아의 성장과 출

용한 도구의

생(19%)，성폭력(16%), 음란물，이성교제, 남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2로 나타났다.

녀의 생리현상，포경수술, 자위행위 등에 대
해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본 연구자가

2) 성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제작하였다.

성에 대한 태도 측정은 김진선(1995)이 사

성교육은 1시간을 40분씩 6시간 분량으로

용한 성에 대한 태도 도구 13문항 중 10문항

계획하였다. 첫째

과 본 연구자가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성교

신체적 구조와 신체적 특성, 성에 따른 신체

육 내용에 맞게 만든 6문항을 합한 총16문항

적 변화와 원인, 남성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

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능，여성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내생식기,

각 문항은 응답자의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되

외생식기)，포경수술(장단점，시기) 등을 다루

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아

었고, 둘째 시간에는 사춘기의

니다’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와 생리현상, 남자의

본 도구의 점수의 범위는 성에 대한 강한 긍

여자의 생리현상(월경, 초경), 자위행위, 생리

시간 교육내용은

남녀의

신체적 변화

생리현상(사정， 몽정),

정적 태도는 5점，강한 부정적 태도는 1점으

현상에 따른 뒷처리, 월경시 몸가짐 등을 다

로 처리하여 획득가능점수의 범위는 16점~

루었고, 셋째 시간에는 사춘기의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화와 이성교제에서, 사춘기란? 사춘기의 심

자연스럽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양호교사 4인과 관련전공교수의 타당성 검증

리적 특성，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성교제시 유의할 점, 사춘기에 가져할 마

을 거쳐서 본 연구 대상자가 아닌 5학년 학

음가짐 등을 다루었고, 넷째 시간에는 임신

심리적 변

생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3개 문항

과 출생에서 임신과정，태아의 성장과정, 출

을 학생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산과정에

거쳐서 완성했다.

성폭력이 무엇이며 성폭력은 왜 나쁜가, 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60으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해

다루었고, 다섯째

폭력을 당했을 경우, 성폭력의
루었고, 여섯째

시간에는

예방법을 다

시간에는 음란물의

피해와

3)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학습주제

교육방법

소요시간

보조자료

평가방법

1차시

남녀의 신체구조와 발달

강의 및 토의

40분

TP자료, 비디오,

질문

2차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강의

40분

TP자료, 인쇄물

질문

강의 및 토의

40분

TP 자료, 비디오

질문

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및 이성교제
임신과 출생
성폭력의 예방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

강의

40분

TP자료, 비디오，

질문

강의 및 토의

40분

TP자료, 인쇄물

질문

강의 및 토의

40분

TP자료, 비디오, 잡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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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음란물이란, 음란물의 접촉실태, 피해,

3) 성교육 전 •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음란물의 성과 부부의 성, 음란물을 금해야

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점수 차이는 t-

하는 이유, 성충동 및 성욕구 승화 방법 등

test와 paired t_test로 분석하였다.
4) 성교육을 받은 후 서술된 느낀 점을 정

을 다루었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 유인물과 T P자료, 비디오 등을 교육

리하였다.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은 학급단위
5. 연구의 제한점

로 실시하였다. 교육을 마치면서 실험군으로
부터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기술하도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K 시의 두 초등학

록 하였다.

교를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AS 프로그
IV. 연구결고卜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동질성

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증은 ;!:2 - test로 분석하였다.
2) 성교육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
한 지식과 태도의 동질성 검증은 t-test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로 분석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70)
실험군

대조군

N(%)

N(%)

나

55(62.5)

여

계

X2

P

41(50.0)

96(56.5)

2.69

0.100

33(37.5)

41(50.0)

74(43.5)

유

66(75 )

55(67.1)

121(71.2)

무

22( 25 )

27(32.9)

49(28.8)

결혼

83(94.3)

79(96.3)

162(95.3)

이혼

5( 5.7)

3( 3.7)

8( 4.7)

1. 성 별

2. 종교
1.19

0.274

0.38

0.534

0.70

0.702

3. 부모 결혼상태

4. 경제적 상태
상

8( 9.1)

5( 6.1)

13( 7.7)

중

77(87.5)

75(91.5)

152(89.4)

하

3( 3.4)

2( 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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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N = 170)

5. 형제관계
7( 8 )

4( 4.9)

11( 6.4)

형，누나

39(44.3)

40(48.8)

79(46.5)

동생

38(43.2)

38(46.3)

76(44.7)

나혼자

4( 4.5)

형，누나，동생

4.62

0.201

4.25

0.119

1.28

0.732

4( 2.4)

0

6. 집안 분위 기
엄한편

8( 9.1)

4( 4.9)

12( 7.1)

개방적

31(35.2)

20(24.4)

51( 30 )

중

49(55.7)

58(70.7)

107(62.9)

40(45.5)

33(40.2)

73(42.9)

간

7. 성정보
부모，선생님
친구

11(12.5)

8( 9.8)

19(11.2)

잡지，동화，TV

25(28.4)

26(31.7)

51(30.0)

들은적이 없다.

12(13.6)

15(18.3)

27(15.9)

2. 성교육

실시전의

성에

대한 지식과

3. 성교육

태도의 동질성 검증

성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지식고^ 태도의 차이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1) 제 1가설

대한 지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면, 성교육 전 성에 대한 지식 점수는 실험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 한 「
지식」 점수가

군 7.0점, 대조군이 7.3점으로 나타나 통계적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한 결과는 다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과 같다.

(t=-0.68, p=0.494).

성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실험군 54.9점, 대

지식 점수는 실험군 10.9점, 대조군이 7.5점

조군 54.1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차

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이가 나타나지 않아(t=-0.89, p=0.373), 두 집

나타나(t=7.17, p=0.000)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표 2. 성교육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동질성 검증

표 3. 성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지식과 태도 점수

실험군

지식
태도

대조군
t

P

M(SD)

M(SD)

7.0(2.89)

7.3(2.98)

-0.68 0.494

54.9(5.72)

54.1(6.79)

0.89 0.373

지식
태도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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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대조군

M(SD)

M(SD)

t

대한

P

10.9(3.58)

7.5(3.15) 7.17 0.000

57.3(7.61)

54.7(6.98) 2.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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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후 대상자들이 느낀 소감

2) 제 2가설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두 학급으로 구성된 실험집단 대상자들이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 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 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

성교육을 받은 후에 본 연구자가 질문한 내
용과 반응 그리고 느낀 소감을 구체적으로

음과 같다.

쓰도록 하여 추가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

성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이 분류하였다.

태도 점수는 실험군 57.3점, 대조군이 54.7점

첫째，성교육 수업내용(남녀의 신체적 구조

으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31,

와 발달，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사춘기의 심

p=0.002)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3).

리적 변화 및 이성교제, 임신과 출생, 성폭
력, 음란물) 중 가장 관심(홍미) 있었던 주제

4. 성교육 전 •후 실험군의 성에 대한
지식고ᅡ 태도의 차이

는 어느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폭력의

예방 (30.7%),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26.1%), 임신과 출생 (17.0%), 사춘기의
1) 제 3가설

심리적 변화(15.9%), 남녀 신체적 구조와 발

‘성교육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 실험군의

달(5.7%),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 (4.5% )의 순

성에 대 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으로 대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요즈음 성폭

가설을 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력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당했을 때 너

실험군의 성교육 전 성에 대한 지식 점수

무 무섭고 나쁜 것을 알았으므로 이것에 대

가 7.0점에서 성교육 후 10.9점으로 유의한

처하는 방법과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그 다

차이가 나타나(t=9.78, p=0.000) 가설 3은 지

음으로 많이 답한 사춘기 신체적 변화는 “당

지되었다(표 4).

장 사춘기를 경험하여 자신이 변화하고 있으
므로 관심이 많았다”고 답했다. 임신과 출생

2) 제 4 가설

에서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매우

‘성교육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 실험군의

궁금했어요”라고 답했으며. 사춘기의 심리적

성에 대 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변화는 “우리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마음

가설을 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성교육 전 성에 대 한 「태도」 점

이 복잡해지고,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되어서 불안하다”고 했다.

수가 54.9점에서 성교육 후 57.3점으로 유의

둘째, 성교육은 왜 실시한다고 생각합니까?

한 차이가 나타나(t=2.95, p=0.004) 가설 4는
지지되었다(표 4).

“우리들 모두가 커 가는 과정에서 꼭 알아
야 하기 때문에 (37%)”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성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28%)”

표 4. 성교육 전 • 후 실험군의 성에 대한 지식
과 태도 점수
교육전
M(SD)
7.0(2.89)
지식
태도 54.9(5.72)

“신체적 변화를 알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16%)” “성폭력, 음란물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후

서(16%)” “성에 대한 관심，호기심 등을 풀
t

P

10.9(3.58)

9.78

0.000

57.3(7.61)

2.95

0.004

M(SD)

고 우리들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를 알기 위해서(14%)” “우리들이

아름다운

성을 간직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
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성교육을 통해서 더 알고 싶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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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충해야 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은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째，성교육 후 자신의 생활에서

니까?
“알고싶은 것은 다 알았습니다”，“성교육은

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은?

왜 필요한가와 올바른 성인식”，“아기의 출산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임신과

변화

“성교육 전에는 많이 부끄러웠는데 성교육
후에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출생에 대해 좀더 보충했으면 합니다.” “사춘

“이제는 월경하고 난 뒤 뒤처리 방법을 잘

기의 심리적 변화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

알기 때문에 편했다”，“성에 대해 자세히 알

고 그에 따른 대책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

게 되어 성적 호기심이 사라졌다”

요”, “더 알고 싶은 것과 보충해야 할 부분은

“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게되었고， 나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성교육 비디오를 많이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도 잘 알았으니 놀라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않게 되었다”, “취미생활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성교육 후 자신이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사춘기 때 나
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았으므로

“엄마는 언니가 어른들께 대꾸하고 신경질

어떤 생활을 해야하는가를 알았다”, “요즈음

부리면 사춘기라고 했다. 나는 사춘기에 대

혼자 있고 싶어지고 조금 멋을 부리고 싶어
진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잘 대처

해 많이 궁금했고, 나는 나쁜 사춘기를 지내
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인간은 누
구나 사춘기를 겪는다고 했으며 사춘기는 많

할 것 같다”, “나는 몸의 변화를 모르고 매우
부끄러워하고 월경에 대해서 병인 줄 알았는

은 변화가 있다고 했으므로 내가 당장 겪어

데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폭

야할 이 시기를 잘 보내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남자로서 다른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밤늦게 으슥한 길을
혼자 다니지 않는다”，“남자 어른을 보면 아

함부로 했는데 앞으로는 여자아이들을 소중

무렇지도 않았는데 좀 아는 어른이라 해도
피해야겠고, 친척

히 생각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내가 아는 것도 있었지만 궁금한 점에 대
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 참 재미있었다”

조심해야겠다”,

게 하고 다닌다.”
“아직도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은 좀 있지

“성교육을 받은 후 여자아이들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남자 아이들이 좀 다르게 보인다.

오빠들도

“나쁜 행동하지 않고 내 몸가짐을 조심성 있

만 그것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었다”，“남자

“내가 지금 사춘기여서 몸과 마음이 변하

친구에게 잘 대해주었다”, “빨간딱지 비디오

고 있어서 앞으로 어였한 소녀가 될 것이므

를 커서도 안보겠다”，“자위행위가 불결한 것

로 기분 좋은 생각이 든다”，“커서도 얼마든

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 배울 것을 벌써 배우는 것이 조금은 부끄
럽고 싫었지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위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

남자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부끄러웠다.

분석에 의하면，초등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앞으로 성교육시에는 따로 하였으면 좋겠습
니다”, “성교육을 받고 나서 동생에게도 가르

전에는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 성에 대해 부
끄러워하며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점들

쳐 주었고, 다음에 있을 신체적 변화에 자신

을 성교육 후에는 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

감을 갖었다”, “성교육 중 임신과 출생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게 되었고 효도

고, 자신감을 가졌다고 했다. 또한 성폭력이
우리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각하고

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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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의 문항별 점수에서(부록3), 16개의 문항 모

금번 성교육이 아동들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두에서 성교육 후에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타났다.
Hurlock(1955)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
식은 대부분 학교，부모, 대중매체, 자기경험

V. 논

및 동료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

의

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적절하고 솔직한 성에
초등학교 5~ 6학년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는 장래 건전한 성

시기는 신체적 • 성적성숙 뿐만 아니라 정서

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나 이들의 성

인간발달단계로

보아

적, 심리적 성숙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

적 호기심이 묵살되거나 억제 당하면 왜곡된

이다. 그들이 이러한 생물학적인 성적변화를

성적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교육이 성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사희 • 심리적 수준에서 인지하고 이해할 수

효과가 있는지

있도록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확인하기

위하여, 제 2가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 한 「태도」 점수가 높

변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을 것이다’는 실험군 57.3점, 대조군은 54.7점

성교육이

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변화시키는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1가설

(t=2.3, p=0.002)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성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 한 「지식」 점수가 높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태
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

을 것이다’는 실험군 10.9점, 대조군은 7.5점

었다. 그리고 제 4가설 ‘성교육을 받기 전보

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다 받은 후 실험군의 성에 대한 태도점수가

(t=7.17, p=0.000)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성

높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성교육 전 성에 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지

한 태도점수가 54.9점에서 성교육 후에 57.3

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제 1가설은 지지

점으로 유의한 차이 (t=2.95, p=0.004)가 나타

되었다. 그리고 제 3가설 ‘성교육을 받기 전

나 가설 4도 지지되었다.
이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5 .6 학년 남녀 학

보다 받은 후 실험군의 성에 대한 지식점수
가 높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성교육 전 성에

생 108명을 대상으로 한 강희경 (1992)의 연

대한 지식점수가 7.0점에서 성교육 후 10.9점

구결과와 초등학교 5 .6 학년 남녀학생 197명

으로 유의한 차이 (t=9.78，p=0.000)가 나타나

을 대상으로 한 박순선(1993)의 연구결과에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이는 서울시내 초등학

서 성교육 실시 후에 성에 대한 태도 점수가

교 5 .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지식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강희경(1992)의

러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6시간 성교

연구와 초등학교 5 • 6년을 대상으로 한 박순

육을 실시한 후 성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수

선(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고，초등학

준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고한 한 김진선

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진선(1995)연구에

(1995)의 연구결과와■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

서도 성교육 실시 후에 초등학생의 성에 대
한 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으로 1시간의 성교육 실시 후 성역할에 대한

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성교육 실시 전■후

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초

ᅳ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김옥란(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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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에게는 단기간의 성교육만으로는 태

정리한 결과는

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

첫째, 성교육 수업내용에서

가장 관심(홍

었고, 태도의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더

미) 있었던 주제로는 성폭력의 예방, 사춘기

라도 계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면 긍정적

의 신체적 변화，임신과 출생 순으로 대답했

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는데, 이것은 최근에 성폭력이 사회 문제화

이상의 연구 결과와 같이 성에 대한 지식

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예전에는 억울하게

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결과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떠드는 것이 창피하

에서 보고되고 있는 반면에 성에 대한 태도

다고 생각하여 숨기고 적당히 넘겨졌던 일들

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을 요즈음은 성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나

있디-. 이는 태도라는 개념이 단시간 내에 형

성폭력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대중매체를 통

성되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을

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둘째, 성교육은 왜 실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상기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아직 가치
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태도 변화가 즉시 일

라는 물음에는 “우리들 모두가 커 가는 과정

어나지는 않지만, 올바른 성 태도를 갖도록

에서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

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

고 있는 잘못된 성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어줄 수 있는 교육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

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강윤전(1995)

작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

의 연구에서 성교육의 목적을 커 가면서 당

이다.

연하게 알아야 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라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십

고 응답한 보고와 같이 초등학생들에게 올바

대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 등으로 사생아 수

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

의 증가와 성교개시 연령의 저하 등 문제점

한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이 발생하자, 어떠한 방법으로 십대들의 임

다고 볼 수 있다.

신이나 출산을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

셋째, 성교육을 통해서 더 보충해야 할 부

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성교육

분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이 교육내용에

이 이루어진 가정의 젊은이들이 상교개시 연

만족하고 있음(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을 표

대해

령이 더 높고, 성을 금기시한 가정환경에서

현했으며, 임신과 출생(아기의

출산과정)에

자라난 아이들보다 성에 대하여 더 합리적이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였다，그 이

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부모에게서

유로는 자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매우

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

궁금했다고 하였으며. 소수의 아이들은 자신

진 임신의 비율이 훨씬 낮은 편이었다. 또 다

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고 사춘

른 이점으로 성에 대한 의사교환을 잘하게

기 심리적 변화를 좀 더 보충해 주기를 원했

되고 피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질병이나

고，성교육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기를 원했

임신을 예방하는 능력이 높은(Atwater, 1992；

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성교육 6시간 동안

Zelnik & Kim, 1982)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1시간에 1가지 주제로 수업시간이 짜여져 시

므로

체계적인

간 관계상 부분 부분만 비디오를 사용했기

성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

양호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때문인 것으로 안다. 많은 부분을 짧은 기간

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동안에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성교

야 할 것이다.
성교육을 받은 후 대상자들의 느낀 소감을

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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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게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연구 도구로는 성에 대한 지식 측정을 위
해서 강희경(1992)과 강윤전(1995)의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성교육 내용(남녀 신체

넷째, 성교육 후 자신이 느낀 점이나 하고

구조와 발달,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사춘기

싶은 말에는 남자어린이가 여자어린이를 소
중히 생각하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과 남

의 심리적 변화 및 이성교제, 임신과 출생,
성폭력 예방, 음란물의 피해와 대처)을 중심

녀아동들이 서로 이성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으로 개발한 16문항의 지식도구를 사용하였

고 했고，성교육 시간에 배운 것을 동생에게

으며, 성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서는 김진

가르쳐 주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도

선(1995)이 사용한 도구 10문항과 본 연구자

자신감을 갖게되었다고 했다.

가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만든 6문항을 합한

다섯째，성교육 후에 자신의 생활에서 변
화된 점에서는 성교육 전에는 몸의 변화에

총1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 리하

대해 많이 부끄러웠는데 성교육 후에는 자신

였으며, 실험군과

감을 갖게되었다고 했으며 성폭력을 당하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동질성 검증은

않기 위해 밤늦게 다니지 않고, 남자 어른이

I 2 ᅳ test로 분석하였다.

나 친척오빠들도 조심하고 자신의 몸가짐도
조심성

있게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음란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성교육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성교

에 대해서 커서도 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육 전 •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에 대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성교육을 통
해서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t-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교육을 받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 결

후 서술된 느낀점을 정리하였다.

지식과 태도의 점수 차이는 t-test와 paired

과를 통하여 성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성에 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1) 제 1가설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 한 「
지

인할 수 있었다.

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 10.9점，
대조군이 7.5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
VI. 결론 및 제언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7.17,

p=0.000) 가설 1은 지지되었다.
1. 결 론

2) 제 2가설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

본 연구는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태도」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 57.3

시도되었다.

점, 대조군이 54.7점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2.31，p=0.002)

연구 기간은 1999년 6월 13일부터 7월 13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K 시 B초등학교 5
학년 2개 학급 88명(남55，여33)을 실험군，P

3) 제 3가설 ‘성교육을 받기 전보다 받은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 82명(남41, 여41)을

후 실험군의 성에 대 한 「
지식』 점수가

대조군으로 총 170(남96, 여74)명으로 하고

높을 것이다’ 실험군의 성교육 전 성에

실험군에게 성교육을 1주에 2시간씩 총 6시

대한 지식점수가 7.0점에서 성 교육 후

간을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10.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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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1992).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아동

p=0.000)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제 4가설 ‘성교육을 받기
후 실험군의
높을

전보다 받은

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성에 대 한 「태도」 점수가

것이다’ 실험군의

성교육

교육대학원

논문.

전성에

대한 태도점수가 54.9점에서 성교육 후

교 육 부 (1983). 성교육자 료(교 사 용 ).

57.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95,

김순오(1985). 학교성교육의

p=0.004) 가설 4도 지지되었다.

김 옥란(1987). 국민학교 6학년의 성교육 필요

느낀

소감을 추가 분석한 결과, 성교육 내용

도와

성교육에

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주제는 첫 번째

할에

대한

의 신체적

예방, 두 번째로는 사춘기

김진선(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고려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 사 학 위 논 문 .

대한 소중

김화중(1996). 보건교과자료서 , 한국학교보건

함을 깨달았으며, 성적 호기심이 사라졌

연구회.

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느낌과 음란물을

대한가족협회 부설

보지 않겠다는 다짐，그리고 신체적 변화
놀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한국성문 화연 구소 . 부부가

함께 나누는 생활속의 성 이 야 기 .
대한가족계획협회(1996). 성교육 방법론(학교

줄 알게 되었다는 등. 성교육이 초등학
생들의

성역

연구, 중앙대학교 박 사 학 위 논 문 .

꼭 알

것’이라고 했다. 또한，성교

에 대해서

성지식과

변화，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 사 학 위 논 문 .

아야하며，잘못 알고 있는 성을 올바르

육을 통해서 남녀가 이성에

의한

태도의

김 정옥(1989). 학교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변화라고 답 했으며, 성교육

의 필요성을 ‘커 가는 과정에서

게 배우는

현황과 목표, 정

신건강연구, 3, 67-80.

5) 성교육을 받고 난 후 대상자들이

로 성폭력의

석사학위

청소년 성교육/ 성 삼 담 연 수 교 재 )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

박순선(1993). 국민학교 5 * 6 학년 학생의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성

교육 실시 전후 성에 대한 지식 및 태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도, 연세대학교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 였 다 . 따라서

초등학생의

성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석사학위

박영주(1998). 성교육의 방향과 간호과제，대

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변화를 유
도하기

교육대학원

논문 .

한간호, 37(3), 17-26.

초등학교

박 은 희 (1990). 성교육에

성교육이

들의

정착되어야 한다고 사 료 된 다 .

의식

및

대한 국민학교 교사
실 태조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 카 운 셀 링 엔 타 .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7). 성과 행복,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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