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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성 해방과

개방의 풍조 무분별한 성 정보의 유입으로 아동들에게 왜곡,

된 성 지식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발전에 의한 산

업화 도시화의 영향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피임기술의, ,

보급 등에 의해서 성에 대한 개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발전 인구의 도시. ,

집중화 등이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오고 소비경향을 조장시켜

성에 대한 향락적 소비적 이미지를 강하게 하였다 게다가, .

가족구조가 대체로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바뀌

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대.

중매체와 컴퓨터 등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 보급과, CD- ROM

퇴폐문화의 범람은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성 지식과 성

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

키고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을 예전보다 앞당김과 동시에 정

서적 심리적 갈등을 야기 시켜 성에 대한 도덕관념을 희박하,

게 만들고 있으며 성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부추켜 성적

비행과 탈선을 조장시키고 있다.

특히 사춘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이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볼 뿐 아니라

자신의 생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윤(

선 즉 사춘기에는 뚜렷한 생리적 신체발달이 있으면, 1987). ,

서 이에 따른 구체적 성적 관념도 형성되며 이때 형성된 성,

에 대한 태도가 성인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김부자 김정옥 이인( , 1986; , 1988;

섭 정금희 김신정 양순옥, 1987; , , , 1999).

인간 개체의 성장과정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에

관한 흥미와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데 성은 인간의 일생의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

사춘기 문제행동 중 그 일부는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

년의 신체적 정신적 조숙과 더불어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인,

하여 성 개방 풍조 미혼모 사생아 문제 남녀 혼숙과 강간, , , ,

추행 등 성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미혼모도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혼모의. ,

연령 저하와 대 미혼모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10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서 성은 드러내어진 상태.

보다는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음성적이고 폐

쇄적인 방법에 의해 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김은영( , 1991;

최순희, 1990).

그러므로 성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중학교 청소년에게는 신

체적 성숙과 심리적 발달에 맞추어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다양한 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성적

비행과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적 자극과 충동을 극복 승,

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중학생들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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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길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달수준

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

부 에서 발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의 중학생(2001)

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중학생용 성교육 지침서의 내용

을 중심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간의 어떤 발달시기보다 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이 올바르고 건전한 성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여 앞으로 중학생의 발,

전적인 성교육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

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를 알아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춘천에 소재한 개 남녀 중학교3

의 학년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1, 2, 3 661 .

한 이유는 중학생은 아동의 발달연령상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차 성징이 나타났거나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에 대, 2

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이었다2004 3 4 .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편의추출방법에 의해 선정한 학

교에 공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그런 후 각 중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재차 설명한 후 보건교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질문

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질문지를 시행할 때는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한가한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

였고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평균 분 정도가15

소요되었다.

대상자에게는 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율은 이었다661 100% .

연구도구
성 지식•

대상자들의 성 지식은 양순옥과 김신정 이 개발한 중(2004)

학생 성 지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육인적자.

원부 에서 제시하여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2001)

활용하고 있는 중학생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기초로 제시된 범주 영역과 소영역에’ ,

서 개발된 내용으로 총 문항이며 신체 및 심리발달 문31 ‘ ’ 20

항 성 문화 및 성 윤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점, ‘ ’ 11 . 2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을 했을 경우 점 오답과 모르겠1 , ‘

다의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점을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0

부정 문항의 경우에는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는데 성,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성 전문가 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7

신뢰계수 는 도구 개발 당시 이었으며 본 연Cronbach's .84α

구에서의 로 나타났다Cronbach' =.75 .α

성 태도•

대상자들의 성 태도도 교육인적자원부 에서 제시한 중(2001)

학생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

기를 기초로 양순옥과 김신정 이 개발한 성 태도 측정’ (2004)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 및 심리발달 문항 인간관계 이해 문항‘ ’ 9 , ‘ ’ 8 ,

성 문화 및 성 윤리 문항의 비중으로 구성된 점 척도의‘ ’ 5 2

총 문항으로 긍정 문항의 경우 그렇다 점 아니다와 모22 , ‘ ’ 1 , ‘ ’ ‘

르겠다 점을 주었으며 성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0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성 전문가 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7

신뢰계수 는 도구 개발 당시 이었으며 본 연Cronbach's .88α

구에서의 로 나타났다Cronbach' =.79 .α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Win

여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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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는 와t-test

를 사용하였으며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으로서 남자가 명661 330 (49.9%)

으로 여자 명 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녀(331 , 50.1%) .

공학인 경우가 명 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의 명400 (60.5%) 261

보다 더 많았으며 대상자의 학년은 학년이 명(39.5%) 1 219

학년이 명 학년이 명 으로 나타(33.1%), 2 223 (33.7%), 3 219 (33.1)

났다.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결혼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혼 명 별626 (94.7%) 25 (3.8%),

거 명 사별 명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7 (1.1%), 3 (0.5%) .

세 세의 범위로 평균 세 이었으며 어머니의 연30 - 60 44.4 (± 3.3)

령은 세의 범위로 평균 세 로 나타났다 아버30- 56 41.5 (± 3.1) .

지의 학력은 대졸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349 (52.8%)

으로는 고졸 명 중졸 명 국졸 명280 (42.4%), 27 (4.1%), 5 (0.8%)

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명 으로 가374 (56.7%)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졸 명 중졸 명235 (35.6%), 46

국졸 명 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공(7.0%), 5 (0.8%) . /

무원이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명299 197

상업 명 교사 명 노동 명(29.8%), 114 (17.2%), 30 (4.5%), 13

무직 명 농업 명 의 순이었다 어머니의(2.0%), 4 (0.6%), 3 (0.5%) .

직업은 무직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263 (39.8%)

는 기타 명 회사공무원 명 상업 명148 (22.4%), / 106 (16.1%), 102

교사 명 노동 명 농업 명 의(15.5%), 32 (4.8%), 7 (1.1%), 2 (0.3%)

순이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인 경우가 명. 385

으로 아닌 경우의 명 보다 더 많았다 형제순(58.2%) 276 (41.8%) .

위에 있어서는 첫째인 경우가 명 으로 과반수를 차338 (51.1%)

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둘째 명 셋째 명281 (42.5%), 40

넷째와 여섯째가 각각 명 으로 나타났다 동거(6.1%), 1 (0.2%) .

가족으로는 부모와 같이 사는 핵가족이 명 으로 가560 (84.7%)

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자신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경우가 648

명 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의 경제상(98.0%) .

태는 대다수인 명 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하였다535 (80.9%) .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성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

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얻는다는 경우’

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이316 (47.8%)

명 신문 잡지 가 명 영화 비디오가220 (33.3%), , , TV 61 (9.2%), ,

명 부모님 명 형제 자매가 명 으로31 (4.7%), 30 (4.5%), , 3 (0.5%)

나타났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가끔 생각함이 명. ‘ ’ 437 (66.1%)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생각 안 함 명 자주 생‘ ’ 132 (20.0%), ‘

각함 명 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는 현재 안 하고 있’ 92 (13.9%) .

는 경우가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성교제594 (89.9%)

를 하고 있는 경우는 명 이었다67 (10.1%) .

부모님께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냐는 문항에‘ ’

대해서는 명 이 없다고 하였으며 한 두번 있다436 (66.0%) 202

명 여러 번 있다 명 으로 나타났고 학교 선생(30.6%), 23 (3.5%) ‘

님께 성과 관련한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냐는 문항에 대해서’

는 명 이 없다고 하였으며 한 두 번 있다 명556 (84.1%) 91

여러 번 있다 명 으로 나타났다(13.8%), 14 (2.1%) .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은 명 이 받아 본 경험이553 (83.7%)

있다고 하였으며 명 은 없다고 하였다108 (16.3%) .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는 표 과 같< 1>

으며 이를 문항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표< 2, 3>.

대상자의 성 지식은 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100

점 점의 범위로 평균 점으로 낮았다 이를 점 단0 - 93.6 31.5 . 10

위로 분석해 본 결과 점 이하가 로 가장 많았으며, 31-40 32.7%

그 다음으로는 점 점 이하가 점 이하가21 -30 26.0%, 41-50

의 순이었다 즉 대상자의 대부분인 가 점 이하17.5% . , 95.4% 50

의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성 지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문항 중 문. 31 20

항은 틀린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성 지.

식이 낮은 문항으로는 포르노는 인간의 억압된 성적 욕구「

를 충족시켜주는 예술물이다 가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0076」

남성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가 점.0121 ,「 」

표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1> (N=661)
성 지식 성 태도

최소 0 0

최대 93.6 90.9

평균 31.5 32.5

표준편차 12.7 14.9

빈도백분율( ) 빈도 백분율( )

점0- 10 48 (7.3) 66( 10.0)

점10- 20 80( 12.1) 70( 10.6)

점21- 30 172( 26.0) 86( 13.0)

점31- 40 216( 32.7) 196( 29.7)

점41- 50 116( 17.5) 228( 34.6)

점51- 60 21( 3.2) 2( 0.3)

점61- 70 0( 0.0) 2( 0.4)

점71- 80 4( 0.7) 5( 0.8)

점81- 90 3( 0.5) 5( 0.8)

점91-100 1( 0.2) 1( 0.2)

661(100.0) 66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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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항별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 2> (N=661)
번호 문 항 평균(SD)

정답 오답

실수(%) 실수(%)

1 소변과 정액은 같은 기관에서 나오므로 섞일 수도 있다. .0303(.17) 20( 3.0) 641(97.0)

2 처녀막질막은 성교에 의해서만 파열된다( ) . .0197(.14) 13( 2.0) 648(98.0)

3 남성의 성기는 깨끗이 씻어주면 포경수술을 안 해도 된다. .2814(.45) 186(28.1) 475(71.9)

4 차 성징이란 로 표현되는 남녀의 성적 차이이다2 XX, XY . .4750(.50) 314(47.5) 347(52.5)

5 사람은 태어날 때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 둘 다를 가지고 태어난다. .6293(.48) 416(62.9) 245(37.1)

6 남성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0121(.11) 8( 1.2) 653(98.8)

7 난자는 배란된 후 시간동안 임신능력이 있다24 . .3495(.48) 231(34.9) 430(65.1)

8 사춘기의 대표적인 이차성징은 초경과 몽정이다. .7655(.42) 506(76.6) 155(23.4)

9 정자의 생존기간은 일이다3 . .4160(.49) 275(41.6) 386(58.4)

10 여성의 난소는 남성의 고환과 같다. .3782(.49) 250(37.8) 411(62.2)

11 월경의 중단은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6596(.47) 436(66.6) 225(34.0)

12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다. .6762(.47) 447(67.6) 214(32.4)

13 낙태는 피임 방법 중의 하나이다. .0197(.14) 13( 2.0) 648(98.0)

14 자위행위는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 .0257(.16) 17( 2.6) 644(97.4)

15 성병은 치료받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일이 있다. .0227(.15) 15( 2.3) 646(97.7)

16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5008(.50) 331(50.1) 330(49.9)

17 에이즈는 성교에 의해서만 감염된다. .0257(.16) 17( 2.6) 644(97.4)

18 에이즈 환자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 전염된다. .0166(.13) 11( 1.7) 650(98.3)

19 이상 성행동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4145(.49) 274(41.5) 387(58.5)

20 성 충동은 자신의 의지로조절할 수 있다. .5431(.50) 359(54.3) 302(45.7)

21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 성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8487(.36) 561(84.9) 100(15.1)

22 성폭력은 강간만을 의미한다. .0242(.15) 422(63.8) 239(36.2)

23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0363(.19) 24( 3.6) 637(96.4)

24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5204(.50) 344(52.0) 317(48.0)

25 성폭력은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 요소가 많다. .2648(.44) 175(26.5)) 486(73.5)

26 성은 성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5915(.49) 391.(59.2) 270(40.8)

27 성폭력의 후유증은 평생동안 지속 될 수 있다. .7398(.44) 489(74.0) 172(26.0)

28 대중매체에 나오는 포르노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 . .0211(.14) 14( 2.1) 647(97.9)

29 성을 판 미성년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0197(.14) 13( 2.0) 648(98.0)

30 남성답다 또는 여성답다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 ‘ ’ . .4357(.50) 288(43.6) 373(56.4)

31 포르노는 인간의 억압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예술물이다. .0076(.09) 5( 0.8) 656(99.2)

전 체 .3152(.13)

역산문항* : 1, 2, 6, 13, 14, 15, 17, 18, 22, 23, 28, 29, 31

표 문항별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 3> (N=661)
번호 문 항 평균(SD)

정답 오답

실수(%) 실수(%)

1 남자의 성기는 클수록 좋다. .0106(.10) 7( 1.1) 654(98.9))

2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0182(.13) 8( 1.8) 649(98.2)

3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257(.16) 17( 2.6) 644(97.4)

4 자위행위는 마음껏 해도 무방하다. .0197(.14) 13( 2.0) 648(98.0)

5 생명탄생의 과정은 힘들면서도 보람있는 일이다. .7231(.45) 478(72.3) 183(27.7)

6 임신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7141(.45) 472(71.4) 189(28.6)

7 내가 여자남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7110(.45) 470(71.1) 191(28.9)

8 우정과 사랑은 나만의 노력으로 키워가는 것이다. .0136(.12) 255(38.6) 406(61.4)

9 사춘기가 되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7958(.40) 9( 1.4) 652(98.6)

10 결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0227(.15) 15( 2.3) 646(97.7)

11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므로 굳이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0318(.17) 21( 3.2) 640(96.8)

12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0272(.16) 18( 2.7) 643(97.3)

13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가 없다고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7292(.44) 482(72.9) 179(27.1)

14 이성교제는 사적인 일이므로 은밀히 하는 것이 좋다. .0303(.17) 20( 3.0) 641(97.0)

15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성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 .0272(.16) 18( 2.7) 643(97.3)

16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6596(.47) 436(66.0) 2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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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혼자와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면 전염된다 가「 」

점의 순으로 성 지식이 낮았다.0166 .

대상자의 성 태도는 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100

점에서 점의 범위로 평균 점으로 나타나 성 지식 정0 90.9 32.5

도보다는 점수가 높았으나 대상자의 성 태도도 보통 보다 낮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점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10 ,

점 이하가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점41-50 34.6% 31

점 이하가 점 이하가 의 순이었다 즉-40 29.7%, 21-30 13.0% . ,

대상자의 대부분인 가 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97.5% 50 .

성 태도를 묻는 문항에 따라서는 남자의 성기는 클수록「

좋다 는 우정과 사랑은 나만의 노력으로 키워가는1.1%,」 「

것이다 는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부끄러1.4%,」 「

운 생각이 든다 는 자위행위는 마음껏 해도 무방하1.8%,」 「

다 와 성희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는」 「 」

각각 만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전체 문항 중2.0% 22

개 문항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15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는

남녀공학 여부 학년 아버(t=-5.776, p=.000), (F=36.351, p=.000),

지 연령 어머니 연령 경제(t=-2.510, p=.012), (t=-2.146, p=.032),

상태 성 지식 출처 이성(F=3.264, p=.039), (F=8.484, p=.000),

관심 정도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F=16.871, p=.000),

무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t=3.556, p=.000),

성교육 경험 유무 에 따라서(t=2.847, p=.005), (t=2.148, p=.032)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부모님 결혼상(t=.323, p=.747),

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t=1.366, p=.172), (F=.318, p=.928),

업 부모와의 동거 여부 자기(F=.289, p=.942), (t=-.480, p=.644),

집에의 거주 여부 이성교제 여부(t=.499, p=.618), (t=1.514,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성p=.130) . ,

지식 정도는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가 남녀공학인 경우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에 따라(t=-5.776, p=.000),

서는 학년 학년 학년 순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3 , 2 , 1

아버지 연령에 따라서는 세 미만인 경(F=36.351, p=.000). 45

우보다 세 이상인 경우가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세 이45 , 40

하인 경우보다 세 이상인 경우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41

다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t=-2.510, p=.012; t=-2.146, p=.032).

라서는 경제상태가 하 중 상의 순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 ’, ‘ ’,

가 있었다 성 지식 출처는 대중매체 친구(F=3.264, p=.039). ,

들 부모님 형제 자매 학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 ,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 정도에 있어서는(F=8.484, p=.000).

자주 생각한다 가끔 생각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의 순으, ,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님과 선생(F=16.871, p=.000)

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에 따라서는 각각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t=3.556, p=.000; t=2.847, p=.005).

라서는 성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성 지식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48, p=.0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정도의 차이에 있어

서는 남녀공학 여부 학년(t=-7.646, p=.000), (F=32.743, p=.000),

부모님 결혼상태 어머니 연령(t=2.338, p=.020), (t=-2.048,

성 지식 출처 이성 관심 정도p=.041), (F=6.917, p=.000),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F=15.559, p=.000), (t=3.908,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 에p=.000), (t=2.946, p=.003)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아버(t=-1.785, p=.075),

지 연령 아버지 직업 어머(t=-1.561, p=.119), (F=.724, p=.630),

니 직업 부모와의 동거 여부(F=.820, p=.555), (t=-1.294,

자기집에의 거주 여부 경제상태p=.196), (t=1.697, p=.090),

이성교제 여부 성교육 경(F=2.399, p=.092), (t=1.693, p=.091),

험 유무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14, p=.266) .

즉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는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가 남녀공,

학인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가장 긍정적으로(t=-7.646, p=.000), 2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님의 결(F=32.743, p=.000).

표 문항별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 계속< 3> ( ) (N=661)
번호 문 항 평균(SD)

정답 오답

실수(%) 실수(%)

17 자기 주장적 의사표현은 바람직한 의사표현 방법이다. .4009(.49) 265(40.1) 396(59.9)

18 부부간에도 동의 없는 성 관계는 성폭력이다. .4629(.50) 306(46.3) 355(53.7)

19 성희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0197(.14) 13( 2.0) 648(98.0)

20 완전한 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6536(.48) 432(65.4) 229(34.6)

21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5507(.50) 364(55.1) 297(44.9)

22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성차별이다. .4992(.50) 330(49.9) 331(50.1)

전 체 .3249(.15)

역산 문항* : 1, 2, 3, 4, 8, 10, 11, 12, 14,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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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상태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세 이하인 경우(t=2.338, p=.020) 40

보다 세 이상인 경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41

있었다 성 지식 출처에 따라서는 부모님인(t=-2.048, p=.041).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성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서는 자주 생(F=6.917, p=.000)

각한다 가끔 생각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의 순으로 유의, ,

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성(F=15.559, p=.000).

관련 질문 경험에 따라서는 각각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08,

p=.000; t=2.946, p=.003).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의 차이< 4> (N=661)
특성 구분 실수

성 지식 성 태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성별 남자 330 .3168 .1445
t=.323 p=.747

.3145 .1725
t=-1.785 p=.075

여자 331 .3136 .1076 .3352 .1219

남녀공학 예 400 .2927 .1203
t=-5.776 p=.000

.2902 .1420
t=-7.646 p=.000

아니오 261 .3498 .1301 .3779 .1455

학년 학년1 219 .2676 .1168

F=36.351 p=.000

.2686 .1395

F=32.743 p=.000학년2 223 .3120 .1302 .3269 .1581

학년3 219 .3660 .1152 .3790 .1291

부모님 동거 626 .3168 .1276
t=1.366 p=.172

.3281 .1501
t=2.338 p=.020

결혼상태 동거하지않음 35 .2866 .1191 .2675 .1294

아버지 세 미만45 343 .3035 .1275
t=-2.510 p=.012

.3161 .1514
t=-1.561 p=.119

연령 세 이상45 317 .3283 .1259 .3342 .1474

어머니 세 이하40 273 .3034 .1312
t=-2.146 p=.032

.3115 .1533
t=-2.048 p=.041

연령 세 이상41 386 .3251 .1222 .3356 .1454

아버지 농업 3 .3978 .1037

F=.318 p=.928

.3939 .0946

F=.724 p=.630

직업 상업 114 .3149 .1148 .3393 .1331

회사공무원/ 299 .3142 .1375 .3191 .1581

교사 30 .3204 .1422 .3500 .1994

노동 13 .3400 .1114 .3566 .1456

무직 4 .3306 .0551 .2727 .1928

기타 197 .3136 .1186 .3191 .1371

어머니 농업 2 .3065 .0228

F=.289 p=.942

.3182 .0643

F=.820 p=.555

직업 상업 102 .3074 .0996 .3173 .1387

회사공무원/ 106 .3192 .1306 .3225 .1496

교사 32 .3337 .1368 .3594 .1690

노동 7 .3318 .1081 .3701 .1096

무직 263 .3183 .1411 .3330 .1593

기타 148 .3095 .1144 .3099 .1341

부모와의 예 652 .3147 .1250
t=-.480 p=.644

.3240 .1481
t=-1.294 p=.196

동거 아니오 9 .3548 .2509 .3889 .2396

자기집 예 648 .3156 .1276
t=.499 p=.618

.3262 .1488
t=1.697 p=.090

거주 아니오 13 .2978 .1126 .2552 .1775

경제 상 92 .2994 .1388

F=3.264 p=.039

.2959 .1561

F=2.399 p=.092상태 중 535 .3148 .1263 3281 .1487

하 34 .3643 .0981 .3516 .1381

성 지식 학교 316 .2861 .1258

F=8.484 p=.000

.2936 .1559

F=6.917 p=.000

출처 부모님 30 .3258 .1380 .3652 .1415

형제 자매, 3 .3011 .0493 .3636 .0455

친구들 220 .3434 .1202 .3512 .1399

대중매체 92 .3447 .1273 .3547 .1343

이성관심 전혀생각안함 132 .2605 .1426

F=16.871 p=.000

.2614 .1531

F=15.559 p=.000정도 가끔 생각 437 .3255 .1215 .3398 .1488

자주 생각 92 .3447 .1085 .3449 .1230

이성교제 하고 있음 67 .3375 .1095
t=1.514 p=.130

.3541 .1372
t=1.693 p=.091

안 함 594 .3127 .1290 .3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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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r=.686, p=.000). ,

상자의 성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성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

났다.

표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5> (N=661)
r p

성 지식
.686 .000

성 태도

논 의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일과 함께 성은 어느 시대건,

어느 형태로건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

어 존립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시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인간사회에서 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지식은 점을 만점으로 하여100

평가하였을 때 점에서 점의 범위로 평균 점으로 낮0 93.6 31.5

았다 특히 대상자들의 성 지식이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포르.

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대중매체의 포르노의 내

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창 성에 대한 호.

기심이 많은 중학생들이 음란매체를 경험할 경우 이를 바로

사실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성 지식을 갖게 되어 불건전한 성

태도를 조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성 정.

보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흥미위주로 필요 이상의 많은 것

을 흡수케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호기심은 물론

갈등까지 자아내어 인격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황은(

자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성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1988).

받아 금기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일상생활에서 성을 화제에.

올리는 일은 점찮지 못한 일로 알았고 성과 관련되는 문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하승일( ,

누구도 성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지1988) ‘ ’

않았다 때문에 그에 관한 지식은 주로 은밀한 가운데 획득되.

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과 관련된 매체들이 보다.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행정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모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방송 등.

의 대중매체도 올바른 지도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성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

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는 아. , ,

동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스컴의

제작 양서의 출판 범람하는 도색 잡지에 대한 질을 높이는, ,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들은 남녀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에이즈 성,

병 이의 전파양식에 대해서 지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

녀의 생식기능에 대한 지식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러.

운 생리적 과정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음

을 암시하는데 중고등학생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문,

식 의 연구결과에서도 남녀 생식생리에 관한 용어나 구(1989)

체적인 성 지식에 있어서 모두 성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 태도는 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100

점에서 점의 범위로 평균 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0 90.9 32.5

로 평가할 수 있다 대상자들의 성 태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

을 살펴보면 성기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는,

데 이는 음란물의 영향이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조장된,

광고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

있는 많은 지면을 통해서도 이러한 광고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중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해 볼 때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

인간관계에서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태도나 사춘기에 일어나

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 부끄럽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신정 등 의 연구에서 생리통(2000)

과 포경수술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나타난 결과나 이옥철

의 연구에서 월경 몽정과 같은 차 성징에 대해서는(1990) , 2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자위행위는 마음껏 해도 무방하다 와 성희롱은 남성「 」 「

의 여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는 각각 의 대상자만이2.0%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의 차이 계속< 4> ( ) (N=661)
특성 구분 실수

성 지식 성 태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부모님께 유 225 .3395 .1272
t=3.556 p=.000

.3562 .1417
t=3.908 p=.000

성 질문 무 436 .3027 .1256 .3087 .1511

선생님께 유 105 .3475 .1334
t=2.847 p=.005

.3641 .1471
t=2.946 p=.003

성 질문 무 556 .3091 .1253 .3174 .1490

성교육 유 553 .3199 .1287
t=2.148 p=.032

.3277 .3277
t=1.114 p=.266

경험 무 108 .2912 .1176 .3102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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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학생.

들이 자위행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이러한 행위와 관

련지어 불안이나 두려움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는 양성 평등적인 가

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간의 평등을 성에 의해 좌절

시켜왔고 여성은 남성의 성적 수단이 되어 온 점도 없지 않

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들 스스로도 편

견 없는 성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시기에는 성에 대.

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태도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김정옥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 1988)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

해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특히 남녀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 의식과

습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 태도와 관련하여 김부자 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1986)

들의 성 태도는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개인의 성 태도가 미혼

모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부적절한 성 행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아동들이 긍정적인 성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윤선 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1987)

태도를 지닌 군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군보다 결혼 후

성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조혜진

은 이 시기에 성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면 일생동안 건(1987)

전한 성적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불건전한

성적 태도가 형성되면 역시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언이나 정신치료로도 왜곡된 성적 태도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 태도는 성 지식.

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개념이

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바른 가치

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는

남녀공학 여부 학년 아버(t=-5.776, p=.000), (F=36.351, p=.000),

지 연령 어머니 연령 경제(t=-2.510, p=.012), (t=-2.146, p=.032),

상태 성 지식 출처 이성(F=3.264, p=.039), (F=8.484, p=.000),

관심 정도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F=16.871, p=.000),

무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 성교, (t=2.847, p=.005),

육 경험 유무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t=2.148, p=.032)

는데 남녀 공학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가 성 지식 정도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남녀공(t=-5.776, p=.000),

학인 경우 학년이 를 차지 한데 반해 남녀공학이 아닌1 49.8%

경우는 학년이 만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남녀공학이라1 7.7% .

는 변수 하나에 의한다기 보다는 학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신(F=36.351, p=.000) 4, 5, 6

정 등 과 이옥철 의 연구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2000) (1990)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근 의 연구에. (1986)

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고학년일수록 성 지식이 높게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경우 세 이, 45

상인 경우가 어머니의 경우 세 이상인 경우가 성 지식 정, 41

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t=-2.510, p=.012; t=-2.146, p=.032),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 더 적은 집단의 경우 학년1

이 각각 와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버38.2% 42.1%

지와 어머니의 연령이 더 많은 집단의 경우 대상자들의 학년

이 학년인 경우가 각각 로 나타나 이 역시 대3 41.6%, 40.7%

상자들의 학년에 따른 차이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성 지식 정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상태가 하인(F=3.264, p=.039) ‘ ’

경우가 성 지식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상근.

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1986)

높게 나타나 경제상태가 성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가정의 경제.

상태가 하인 경우는 학년이 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과‘ ’ 3 52.9%

관련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재검증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 지식 출처에 따라서는 성.

지식 출처가 대붕매체인 경우가 성 지식 정도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F=8.484, p=.000)

성 지식 출처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대중매체가 성 지식

출처인 경우 학년이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 3 59.8%

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성 관.

련 질문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3.556,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p=.000; t=2.847, p=.005),

성 관련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성과 관

련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는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그릇된

방법으로 터득한 경우보다 올바른 경로를 통해 습득한 것으

로 추측된다 김부자 는 대다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성. (1986)

에 대해 극히 제한된 지식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의

성교육 결여라는 측면과 크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나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부모나 교사가 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지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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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김신정 등 의 연구에서도 성교(t=2.148, p=.032). (2000)

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 지식 정도가 높

게 나타났다 강희경 의 연구에서 성교육 실시 후에 성. (1992)

에 대한 지식은 성교육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한유정과 박인혜 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을(1996)

받은 집단에서 성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성교육은 대상자들의 성에 관한 지식을 더 정확하.

게 교정시켜 주고 확장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혁.

창 의 연구에 의하면 성교육 시 교사들의 가장 어려운(1983)

점은 자료개발과 성 지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자료 개발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성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정도의 차이에 있어

서는 남녀공학 여부 학년(t=-7.646, p=.000), (F=32.743, p=.000),

부모님 결혼상태 어머니 연령(t=2.338, p=.020), (t=-2.048,

성 지식 출처 이성 관심 정도p=.041), (F=6.917, p=.000),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F=15.559, p=.000), (t=3.908,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 에p=.000), (t=2.946, p=.003)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는 남.

녀공학이 아닌 경우가 성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성 지식에서 나타(t=-7.646, p=.000),

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 학년 학년. 3 , 2 ,

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1 (F=32.743, p=.000)

김신정 등 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된다 이는(2000)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성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 태도도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즉 성 지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

것으로 미루어 성 지식이 어느 정도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동거.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부모님(t=2.338, p=.020),

의 결혼생활이 대상자들에게 성 태도에 대한 모델이 되어 성

태도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과 이성 관심 정도(t=-2.048, p=.041) (F=15.559,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성 지식 정도의p=.000)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성 지식 출처에 따라서는 성 지식.

출처가 부모님인 경우가 성 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대상자들(F=6.917, p=.000)

의 성 태도 형성에 있어서 부모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에 따라서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t=-5.387, p=.000; t=-2.845, p=.005).

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이 중학생의 올바른 성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형근 은 부모와 학, (1985)

교로부터 솔직하고 적절한 성 지식을 습득한 경우는 장래 건

전한 성 태도를 갖게 되나 성적 호기심이 묵살되거나 억제,

당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성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되고 사춘기에 받은 성적 훈련의

종류가 성 행동의 관심과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대단

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학교에.

서의 교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와 현

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는 현재 기성세대의 대부분이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

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막아 온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

하였고 과거에 정상적이며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

문에 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이 전제조건이 된다

고 생각한다 또한 염복연 은 과거 전통사회에 있어서 성. (1982)

을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해 온 낡은 성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

고 있는 기성인이나 일부 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

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성 지식이(r=.686, p=.000)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은정 의 연. (1990)

구에서도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

으며 김신정 등 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2000) .

김상근 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개방적인 성적 태도가 성(1986)

지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선 은. (1987)

사춘기에 습득한 성 지식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주로 결

정된다고 하면서 이 시기의 성 태도는 그 당시의 인격적 요

소는 물론 결혼전 성 관념 결혼 후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자성.

의 연구에서 성 지식과 성생활 적응이 유의한 상관관계(1997)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옥 의 연구결과에서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1982)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부자(1986)

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는 서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

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성 지식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성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는 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성 정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역할이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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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에 대한 지나친

무지는 필요이상의 고민을 낳는가 하면 지나치게 알고 있다

는 착각이 거친 행동의 원인이 되어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 성은 그저 호기심을 갖는.

제 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3

는 절박한 일이 되고 있다.

사춘기 아동들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년대 이후부터1960

관심을 가지고 진보되어 왔으나 각 대상자들의 발달상태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성 지식이나 성 태도를 측정한 연구

는 별로 없는 실정으로 이는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았고 성교육 시 활용하는 교사용 지침서나 매체가 부재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중학생용 성교육 지침서에 준하여 개발된 도구로 학

생들이 성 지식과 성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의의가 있다

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의 발달시기에서 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이 올바르고 건전한 성 지식과 태도

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여 앞으로 중학생의 발전적,

인 성교육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건강을 증

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년 월부터 월까지 서울과 춘천에 소재한2004 3 5

개 남녀 중학교의 학년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3 1, 2, 3 661 .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인

적자원부 에서 제시하여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 성교육(2001)

시 활용하고 있는 중학생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

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기초로 양순옥과 김신정 이’ (2004)

개발한 중학생 성 지식과 성 태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대상자의 성 지식은 점을 만100∙

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 평균 점으로 낮았으며 성31.5

태도 점수는 평균 점으로 보통 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32.5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는∙

남녀공학 여부 학년(t=-5.776, p=.000), (F=36.351, p=.000),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t=-2.510, p=.012), (t=-2.146,

경제상태 성 지식 출처p=.032), (F=3.264, p=.039), (F=8.484,

이성 관심 정도 부모님께 성p=.000), (F=16.871, p=.000),

관련 질문 경험 유무 선생님께 성 관련(t=3.556, p=.000),

질문 경험 유무 성교육 경험 유무(t=2.847, p=.005),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 태(t=2.148, p=.032)

도 정도는 남녀공학 여부 학년(t=-7.646, p=.000), (F=32.743,

부모님 결혼상태 어머니 연령p=.000), (t=2.338, p=.020),

성 지식 출처 이성 관(t=-2.048, p=.041), (F=6.917, p=.000),

심 정도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F=15.559, p=.000),

유무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 유무(t=3.908, p=.000),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46, p=.003) .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가(r=.686, p=.000)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올바

른 지식과 이해 건전한 태도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 같, ,

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학생.

들의 성 지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학.

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 태도를 함양하여

건전한 인생관 결혼관을 영위하며 더 나아가 맑은 미래를 엮,

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

정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성에 대한 관심

과 계몽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학생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도구를 이용하여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지식∙

과 성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아동의 각 발달단계별로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 한 후

이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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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im, Shi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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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Soon-Ok

1)

1)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Purpose: To suggest ideas that promote sexual health and useful in planning sex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 This study surveyed 661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ree schools in Seoul and

Chunchon. Result: The average degree of sexual knowledge was 31.5, while attitude was 32.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in relation to: coeducational environment (t=-5.776, p=.000),

grade (F=36.351, p=.000), father's age (t=-2.510, p=.012), mother's age (t=-2.146, p=.032), economical status

(F=3.264, p=.039), source of sexual knowledge (F=8.484, p=.000),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opposite sex

(F=16.871, p=.000), sexual discussions with parents (t=3.556, p=.000), sexual discussions with teachers (t=2.847,

p=.005), and sex education (t=2.148, p=.032). Likewise, sta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 were

linked to: coeducational environment (t=-7.646, p=.000), subject's grade (F=32.743, p=.000), parental marriage status

(t=2.338, p=.020), mother's age (t=-2.048, p=.041), source of sexual knowledge (F=6.917, p=.000),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opposite sex (F=15.559, p=.000), sexual discussions with parents (t=3.908, p=.000), and sexual

discussions with teachers (t=2.946, p=.003). The students level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r=.686, p=.000).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a variety of systematic sexual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middle school student at home an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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