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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재의 우리 나라는 고도의 물질 문명주의 세계화 및 정보,

화 사회로 인해 향락 산업과 음란 퇴폐물이 범람하고 있고

아동은 이러한 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공식.

적인 정규 교육과정을 최초로 접하는 곳이며 성교육을 가장,

계획적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므로 초등학,

교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강희경 그러나 학교( , 1992).

성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성교육이 교과활동이나 과외활

동 등을 통한 지도로 대부분이 부분적이고 일회적 성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교육부 또한 아동은 신체성숙이( , 1999).

매우 조숙한 상태에서 성 개방풍조와 성 상품화 및 성 도구

화 문화에 노출되어 성적 갈등과 혼란을 느끼며 자신도 깨닫

지 못하는 사이에 성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폭력 강간 대 임신 원조교제 혼숙과 같은 용어, , 10 , ,

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며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신체와 다른 아동의 신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

지가 있는 시기이다 또한 성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를 형성하.

고 출산의 기본적인 사실을 획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Laycock, 1973).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는 성 문제가 증가되고 표면화

되면서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되었고

그 체계적 전달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성을 띄면서 민감한

아동들에게 성에 관한 지식을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성교육은 여전히 남성중심적 시각.

과 이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부족 그리고 구체

적 지침의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영주( , 1998).

우리 나라의 성교육은 년대 교육부에서 성교육의 필요1980

성을 인정하여 년 학기부터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한1982 2

이래 제 차 교과과정이 편성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7 .

이요식 등 은 초등학교 제 차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1992) 6

과 학교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며 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도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교육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

적하였다 이외의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

감하되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의

부족과 교육방법을 알지 못해 성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지 못

한다고 하고 있다김옥순 조연순( , 1991; , 1990).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 및 자료의 제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

해서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제 차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교과서의 내용을7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성교육 내용을 신체 심리 사, ,

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수 편 있는 정도이다김(

정옥 장미리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 차 교육, 1988; ,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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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성(1-3 )

교육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성교육 자료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1-3 )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성교육 내용과.

연결된 부분은 교과와 연결하여 지도하고 교과내용에서 나타

나지 않은 부분은 재량활동이나 성교육 수업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을∙

신체 및 심리발달 범주에 따라 분석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을∙

인간관계의 이해 범주에 따라 분석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을∙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 방법

표 초등학교 성교육 개념 틀< 1>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한

책임있는 성 행동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 윤리

신체 발달◈

임신과 출산
생명의 창조-

태아와 모체-

생명의 탄생과 혈연-

신체의 구조와 변화
남성의 신체구조와 변화-

여성의 신체구조와 변화-

호르몬계의 작용-

유전의 원리-

신체 발달 개인차-

성 심리 발달◈

발달단계적 특성
유아기 심리의 특성-

아동기 심리의 특성-

사춘기 심리의 특성-

청소년기 심리의 특성-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
남녀의 성 심리-

성적 관심과 충동-

성 욕구와 자위행위-

성 건강◈

생식기 위생
옷의 필요성과 청결-

생식기 청결-

성 관련 질병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에이즈의 예방-

피임
피임-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위험성- ( )

이상 성 행동

결혼과 가정◈

결혼
결혼의 의미-

결혼의 준비-

부부의 역할-

가정
가정에서의 성 역할-

부모의 책임과 역할-

이성과 사랑◈

우정과 사랑
교우관계-

남녀의 우정과 사랑-

사랑의 본질-

사랑의 유형-

사랑의 구성요소-

사랑의 표현과 책임-

사랑과 성의 관계-

이성교제
이성교제의 의미-

이성교제의 예절-

자기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움 청하기-

자기주장
자기주장 기술-

거부 기술-

동료압력에 저항하기-

사회에서의 성 역할◈

성 정체감
성 고정관념-

성 정체감의 발달과 이해-

사회에서의 성 역할
사회에서의 성 역할-

사회적 환경◈

성폭력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발생원인-

성폭력의 대처방법-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성과 대중매체
포르노-

잡지 만화 인터넷 등( , , )

대중매체에 의한 성 정보의 대처-

방법
성 상품화
십대 매매 춘-

양성평등◈

양성평등의 의미
성 차의 본질-

남녀 관계의 변천-

남녀의 이해와 역할-

남녀의 협력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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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성교육 관

련 내용을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 ,

윤리 범주에 따라 분석하는 내용분석 연구이다.

자료분석을 위한 개념 틀
본 연구의 자료분석 개념 틀은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의 초등학교 성교육 개념 틀에 준하며 이는 신체 및(2001) <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 윤리 의 범주>, < >, < >

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신체 및 심리발달 범주는 신체발달 임신과 출산 신체의< > ‘ ’( ,

구조와 변화 성 심리발달 발 달단계적 특성 청소년기의 고), ‘ ’( ,

민과 갈등 그리고 성 건강 생식기 위생 성관련 질병 피임) ‘ ’( , , )

으로 총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23 .

인간관계 이해 범주는 결혼과 가정결혼 가정 이성과< > ( , ),

사랑우정과 사랑 이성교제 그리고 자기결정과 선택성적( , ), (

자기결정권 자기주장으로 총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1 .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는 사회에서의 성 역할성 정< > (

체감 사회에서의 성 역할 사회적 환경성폭력 성과 대중매, ), ( ,

체 성상품화 양성평등양성평등의 의미으로 총 개의 주제, ), ( ) 14

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제 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7 (1-3 )

학기 교과서 총 권표 참조의 내용을 우리 나라 교1, 2 46 ( 2 )

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 개념 틀에 준하여 성교육 전문가 인2

이 분석하였다 분석 시에는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 ,

해 성 문화 및 성 윤리의 범주에 속하는 영역 소 영역과, 3 ,

주제를 기준으로 내용분석 하였으며 해당 쪽수를 확인하였다.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내Holsti ,

용분석에서 공식 이용시 신뢰도 계수는 약 이상Holsti 80%

이면 적절하다고 보는데유재천 본 연구의 경우 연구( , 1989)

자간 신뢰도는 평균 이었다92% .

연구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성교육 내용을 범주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 및 심리 발달 범주 내용 분석

신체 및 심리 발달 범주는 신체발달 성 심리발달 성< > ( ), ( ), (

건강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신체발달과) 3 ‘ ’

성 건강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 ’

나 성 심리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 .

신체발달 영역의 소 영역인 임신과 출산 태아 모체 생명‘ ’ , , ,

탄생과 혈연 등과 관련해서는 생명의 창조에 대한 주제만 나

타났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살펴보면 학년 학기 슬기로. 1 -1

운 생활의 봄나들이 단원의 꽃밭구경이라는 내용에서 단, 4「 」

원 슬기롭게 여름나기 의 꽃과 열매에서는 동물 식물을,「 」

대비하여 생명을 설명하고 있었다 학년 학기 국어읽기의. 2 -1 ( )

단원 무엇을 찾을까요 에서는 동물병원을 통해 임신 출2 ?「 」

산의 의미를 약간 언급하고 있었으며 학년 학기 슬기로운2 -2

생활의 단원에서는 열매와 씨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철3 「 」

열매를 맺는 식물을 조사하는 과정 학년 학기 실험관찰에, 3 -1

서는 초파리의 한살이 를 통해 생명이 표현되고 있었다.「 」

또한 보건 교과목의 단원 건강한 나 에서 성과 건강이라2 「 」

는 주제 하에 아하 아기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의 내용으「 」

로 생명의 창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아 모체 생명탄생과 혈연관계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 ,

지 않았다.

신체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남녀의 신체구조와‘ ’

표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 학기별 교과목명< 2> (1-3 )
학년 학기 과목명

1
1 슬기로운 생활 국어 말하기 듣기- ,

2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학년 공통1

신나는 학년1 수학 익힘책
국어 쓰기- 국어 읽기-

수학 바른생활
체육

2

1

바른생활 국어 쓰기-

국어 읽기-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국어 말하기 듣기- ,

2

국어 말하기 듣기- , 바른생활
국어 쓰기- 국어 읽기-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학년 공통2 수학 수학 익힘책

3

1

실험관찰 도덕
국어 쓰기- 국어 읽기-

국어 말하기 듣기- , 사회
생활의 길잡이 과학

2

실험관찰 도덕
국어 쓰기- 국어 읽기-

국어 말하기 듣기- , 사회
생활의 길잡이 과학
자연

학년 공통3
음악 수학 익힘책
수학

전학년 공통 보건
계 총 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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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호르몬의 작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학년, . 1

학기 슬기로운 생활의 단원 씩씩한 어린이 단원-1 1 , 2「 」

나의 꿈 등에서 몸의 생김 기능 몸의 성장 등을 다루고,「 」

있었으며 국어 과목의 느낌을 나누어요 단원에서는 대추「 」

나무 기르기를 통해 성장의 변화와 생각을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년 학기에도 슬기로운 생활의 단원. 2 -1 1 -

자라나는 우리들 단원 이만큼 자랐어요 에서 현재의, 5 -「 」 「 」

성장모습과 어른이 되어 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었다 학년. 2 -2

학기에는 국어 읽기과목의 본대로 들은 대로 보건교과의,「 」

단원 건강한 나 에서 몽정 사정 월경내용이 다루어지고2 , ,「 」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르몬 작용은 학년 체육과목의 단원. 3 4

보건 에서 신체성장과 발달을 호르몬의 차이로 설명하고「 」

있었다.

보건교과에서는 건강한 나 의 단원에서 성과 건강이라‘ ’「 」

는 주제로 내 몸과 부모님의 몸의 차이를 설명 제시하고 있,

었다 성 건강 영역에서는 생식기 위생에 대한 내용이 학. 1-3

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성병 피임, ,

이상 성 행동 등은 내용이 부재하였다 옷의 필요성과 청결은.

국어말하기 듣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의 단원에서 학( , ) , 2「 」

년 학기의 바른생활과 생활 길잡이에서 단정한 옷차림 을-1 「 」

다루고 있었으며 학년 체육에서 질병예방 주제로 속옷 갈, 3 ‘

아입기를 생식기 청결은 학기 신나는 학년에서 화장실’ , 1-1 , 1

표 신체 및 심리발달 범주에 대한 내용< 3>
영역 소영역 주제 교과목 단원주제( ) 내용 쪽수

신체
발달

임신과
출산

생명의 창조

슬기로운생활(1-1)

슬기로운생활(1-1)

봄나들이 꽃밭구경1. ②

슬기롭게 여름나기4.

꽃과 열매①

식물 동물 쌍 생명, ->

벌레
10-15

62-65

국어읽기( )(2-1) 무엇을 찾을까요2. 찾아 배우는 우리 동물병원 임신 출산; ; , 44-49

슬기로운생활(2-2) 열매와 씨3-2 봄 여름 가을에 열매를 맺는 식물 조사, , 50-59

실험관찰(3-1) 초파리의 한살이 64-66

보건전체( ) 건강한나 성과건강II. -3. 아하 아기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31

태아모체.
해당 내용 없음

생명탄생과 혈연

신체의
구조와
변화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슬기로운생활(1-1)

슬기로운생활(1-1)

국어(1-1)

나의 꿈2.

씩씩한 어린이1.

느낌을 나누어요

몸 생김새 기능 차이 병원놀이, , ,

건강
몸 몸의 성장 몸그리기, ,

대추나무기르기성장( )

24-39

6-9

40-41,

44-45

슬기로운생활(2-1)

즐거운생활(2-1)

자라나는 우리들1

이만큼 자랐어요5

우리는 이만큼 자랐어요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

4

44-47

국어읽기( )(2-2) 본대로 들은대로-2Ⅰ 어머니의 일기 12-15

보건전체( ) 건강한나 성과건강II. -3.
몽정과 사정은 무엇인가/

왜 여자는 월경을 하나요
30,

20

호르몬작용
체육(3) 보건 신체성장발달IV. -1 남녀 호르몬분비로 신체 다른 특징 106

보건전체( ) 건강한나 성과건강II. -3. 내몸과 엄마아빠 몸의 차이( ) , 28-30

유전원리
해당 내용 없음

신체발달의 개인차

성
심리
발달

발달단계
특성

해당 내용 없음

청소년기
고민 갈등,

해당 내용 없음

성
건강

생식기
위생

옷의 필요성과
청결

1-1 국어말하기듣기( , ) 이렇게 생각해요 옷을 입을까요? 56-57

2-1

2-1

바른생활
생활의길잡이

단정한 옷차림1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옷차림-

바르게 옷입기(4-11)
8

3 체육 보건 질병예방. 2Ⅳ 속옷 갈아입기 114

생식기 청결 1-1

1-1

신나는 학년1

바른생활

바르게 사용해요
얘들아 멋있지
잘씻어요

남녀 화장실사용/

청결
몸이목욕/ / (46-59)

14-17

23

몸의청결 3

3-1

3-1

체육

도덕
생활길잡이

보건.Ⅳ

질병예방2

깨끗한 생활1

깨끗한 생활1

우리손과 피부 세균
손 깨끗이 씻기
땀 흘린 뒤 비누로 씻기
몸이 깨끗한 사람

110

114

4,19

성병
해당 내용 없음피임

이상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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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과 청결 그리고 씻기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몸의, .

청결에서는 체육에서 질병예방으로 손씻기 피부세균 그리고, ,

학년 학기 도덕과목의 깨끗한 생활 단원에서 학년 학3 -1 , 3 -1「 」

기 생활길잡이의 깨끗한 생활 의 단원에서 몸의 청결 등「 」

을 다루고 있었다 표< 3>.

인간관계 이해 범주 내용분석
인간관계 이해 범주는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 ‘ ’, ‘ ’, ‘

결정과 선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주로 결혼과’ 3 ‘

가정에서 가정에서의 역할 가족의 의미나 대인관계와 관련’ ,

된 성교육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성과 사랑과 관련되어, ‘ ’

서는 우정과 사랑에서 주로 교우관계에 대해서 학년에1, 2, 3

걸쳐 고르게 교과내용에서 제시되어 있었다 표< 4>.

결혼에서는 결혼의 준비를 학년 학기 사회생활 단원의3 -2 2

가정과 고장 의 행사에서 시집가는 날을 다루고 있을 뿐「 」

결혼의 의미나 부부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해서는 즐거운 생활의 교과목에서

소꿉놀이 바른생활의 가족이 하는일 즐거운 우리, ,「 」 「 」「

집 가족역할 생활의 길잡이에서 즐거운 우리 집 화목한: , :」 「

가족 에서 제시되어 있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학년. 1 -1」

학기 국어 쓰기에서 마음을 주고 받아요 학년 학기 바, 2 -1「 」

른생활의 즐거운 우리 집 부모의 역할 학년 학기 국: , 2 -2「 」

어 쓰기의 주고 받는 마음 부모님께 감사 편지쓰기 학: , 3「 」

표 인간관계 이해 범주에 대한 내용< 4>
영역 소영역 주제 학년학기 교과목 단원주제( ) 내용 쪽수

결혼과
가정

결혼
결혼의 의미
결혼의 준비 3-2 사회 2-2 가정과 고장의 행사시집가는 날( ) 52-56

부부의 역할

가정

부모와 나의
출생근원

1-2 슬기로운 생활 화목한 우리 가족2-2 친척과 만나요가족의 추석준비( ) 26-31

가정에서의
성 역할

1-1

1-1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우리 집4.

소꿉놀이
가족이 하는 일
소꿉놀이를 하여봅시다

가족과 나 형제,

소꿉놀이

30-35

42-45

50-53

81

2-1

2-1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어머니세탁 요리 할머니 돌보기- , ,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68

68-81

1-2 슬기로운 생활 내가 할 일2-3 우리가족은 어떤 일을 하는지? 32-35

부모의
책임과 역할

1-1 국어쓰기( ) 마음을 주고 받아요4. 64-69

2-1 바른 생활 즐거운우리 집 부모님의 역할 66

2-2 국어쓰기( ) 5-1
주고 받는 마음부모님께 고마움에(

대한 글쓰기)
90-91

3-2 국어쓰기( ) 4-1 떠오르는 생각아버지( ) 60-61

가족의 의미

1-1

1-1

국어 읽기
신나는 학년1

알고싶어요
새로운 마음1.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아기 부모 나 너 누나, , , , 10-15

34

1-2

1-2

슬기로운 생활
국어쓰기( )

화목한 우리가족2-1

내가 만들었어요3-2

우리 집 행사2-1

즐거운하루3-2

20-26

50-53

2-2

2-2

국어읽기( )

국어쓰기( )

주고 받는 마음5-1

밝은 세상3-2

동준이의 일기 누나의 편지,

가족 신문
124-129

52-53

대인관계

1-1 국어읽기( ) 새로운 마음으로1. 마음을 담아서 6-9

1-1

1-1

국어말하기듣기( , )

신나는 학년1

마음을 주고 받아요4.

서로서로 도우며
인사말 62-69

70-71

2-1

2-1

2-1

생활길잡이
생활길잡이

국어말하기듣기( , )

바른말고운말
정다운 이웃

친하게 지내요
정다운 우리
정다운 인사말

친구와 이야기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이웃과 정답게 지내는 방법
이웃어른 형 언니 친구동생 이웃( , , , ,

공동주택에서 생활예절)

고운말 알맞은 인사말,

인사말

54-63

82-95

4-23

1-2

1-2

1-2

국어쓰기( )

국어쓰기( )

국어
말하기듣기( , )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2.

바르게 전해요.Ⅱ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2.

생각이 서로 다를 때2-1 ,

하나 되는 우리2-2

살펴보고 정리하여
생각이 서로 다를 때2-1

하나되는 우리2-2

26-33

70-73

30-33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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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기 국어 쓰기의 떠오르는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2 :「

각 등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의미는 학년 학. 1 -1」

기 국어 읽기 신나는 학년의 가족구성원 행복한 가족, 1 ,「 」

에서 학년 학기에는 슬기로운 생활의 화목한 우리가족, 1 -2 :「

우리 집 행사 국어 쓰기에서는 내가 만들었어요 즐거운, :」 「

하루 에서 국어 읽기에서는 주고 받는 마음 국어 쓰기, ,」 「 」

에서는 밝은 세상 가족신문 만들기 등에서 가족의 의미:「 」

를 다루고 있었다.

대인관계는 학년 학기에는 국어 읽기의 마음을 담아1 -1 「

서 국어 말하기와 듣기의 인사말 에서 신나는 학년의, , 1」 「 」

교과목에서는 서로 도우며 학년 학기 국어 쓰기 국어, 1 -2 ,「 」

말하기와 듣기에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하나되는 우리 바르, ,「

게 전해요 살펴보고 정리하여 학년 학기에는 생활의 길: , 2 -1」

잡이에서 바른말 고운말 정다운 이웃 이야기 예절 정답, , : ,「

표 인간관계 이해 범주에 대한 내용 계속< 4> ( )
영역 소영역 주제 학년학기 교과목 단원주제( ) 내용 쪽수

이성과
사랑

우정과
사랑

교우관계

1-1

1-1

1-1

신나는 학년1

국어말하기듣기( , )

국어쓰기( )

친구랑 나랑
마음을 주고받아요4.

다정한 친구②

44-47

70-75

72-75

2-1 국어쓰기( ) 정다운우리2. 친구의 좋은 점 칭찬글쓰기, 18-19

3-1

3

국어읽기( )

체육

느끼며 생각하며2.

상상 속으로 지각생:②

보건 활기찬생활. -Ⅳ ④

우정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활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

42-45

126

1-2

1-2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사이좋은 친구2.

사이좋은 친구2.

친구이해 사이좋게 지내기, ,

좋은점 칭찬하기 어려울 때 돕기, ,

나는 나는 자라서 이 될 거야,～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18),

나를 소개하기(22),

윤희와 재훈이의 우정(26-29)

13-31

18-29

1-2

1-2

국어읽기( )

국어쓰기( )

국어말하기듣기( , )

어깨동무를 해요5.

어깨동무를 해요5.

5. 〃

손에 손잡고 꼭하고 말테야5-1 , ,

새 친구 펭귄가족의 사랑,

손에 손잡고5-1

잘하는 점 칭찬하기(89)

106-23

84-87

88-94

2-2

2-2

국어쓰기( )

국어말하기듣기( , )

5-1

5-1

주고받는 마음친구에게 글쓰기( )

주고 받는 마음마음을 전해요( :친구에게)

94-95

82-89

3-2 국어쓰기( ) 3-2 내가 생각하는 것
자리에 앉는 문제 짝 정하기( , )

44-45

우정사랑 1-1 국어읽기( ) 새로운 마음으로1. 친구 선생님, 18-21

사랑 본질

해당 내용 없음

사랑 유형
사랑 요소
사랑 표현/

책임
사랑과 성

이성
교제

이성교제의
미

해당 내용 없음

이성교제의
예절

해당 내용 없음

대인관계
3-1

3-1

국어말하기듣기( , )

국어읽기( )

알맞은 말
생각의 흐름3.

서로를 생각하며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6-9

90-91

자기결
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책임/

해당 내용 없음

효과적
의사소통

3-1 국어쓰기( ) 서로를 생각하며 6-9

도움청하기 해당 내용 없음

자기
주장

자기주장
기술

해당 내용 없음거부기술
동료압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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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내는 방법 공동주택 생활예절 국어 말하기 듣기에서, ,」

는 고운말 인사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

이성과 사랑은 우정과 사랑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내용‘ ’

은 부재하며 주로 교우관계 대인관계 중심에서 많이 다루어,

지고 있었다 교우관계에서는 학년 학기에서 신나는 학년. 1 -1 1

친구랑 나랑 국어 말하기 듣기에서는 마음을 주고 받, ,「 」 「

아요 국어 쓰기에서는 다정한 친구 국어 읽기에서는, ,」 「 」

새로운 마음으로 친구 선생님 학년 학기에서 바른: , 1 -2「 」

생활 사이좋은 친구 생활의 길잡이에서는 사이좋은 친「 」 「

구 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서는 어깨동무를 해, , , ,」 「

요 학년 학기에는 국어 쓰기에서 정다운 우리 친구의2 -1 :」 「

좋은 점 칭찬 글쓰기 에서 학년 학기에는 국어 쓰기 말, , 2 -2 ,」

하기 듣기에서 주고 받는 마음 친구에게 글쓰기 에서, : , 3「 」

학년 학기에는 국어 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자리문제-2 : ,「

짝 정하기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교제는 대.」

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학년 학기에 국어 말하기 듣기 쓰3 -1 , ,

기 읽기에서 알맞은 말 서로를 생각하며 에서 생각의 차, ,「 」

이 생각의 흐름을 다루고 있었다, .

자기결정과 선택은 성적 자기결정권 영역과 관련하여 효‘ ’ ‘

과적 의사소통이 학년 학기 국어 쓰기의 서로를 생각하’ 3 -1 「

며 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 내용 분석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는 사회에서의 성 역할 사회적‘ ’, ‘

환경 양성평등의 소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사회에서의 성’, ‘ ’ , ‘

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성 정체감 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사회적 환경성폭력 성과 대중, ( ,

매체 성 상품화과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고, )

있지 않았다 표< 5>.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 정체감의 발달과 이해에서는 학1

년 학기의 국어 말하기 쓰기 어깨동무를 해요 나는 어떤-2 , :「

어린이라고 생각하나요 에서 제시되고 있었으며 성 고정관?」

념은 학년 학기의 바른 생활 단정한 옷차림 즐거운 우리2 -1 ,「

집 에서 학년 학기에는 사회교과목의 고장사람들이 하, 3 -1」 「

는 일 고장생활의 중심지 에서 국어 읽기의 생각의 흐름, , :」 「

영주와 축구 에서 성 고정관념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논 의

성교육이란 남녀가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

와 존경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올

바른 성 의식 분별 있는 성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건전한 생활,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이다 따라서 성교육.

은 남녀 모두 자신의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가치관의 학습이

므로 삶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표 성 문화 및 성 윤리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5>
영역 소영역 주제 학년학기 교과목 단원주제( ) 내용 쪽수

사회에서
성역할

성 정체감
성 고정관념

2-1

2-1

바른생활

바른생활

단정한 옷차림1.

즐거운 우리집1.

남녀 옷차림의 차이-

어머니세탁 요리 할머니돌보기- , ,

아버지직장인-

8

3-1

3-1

사회

국어읽기( )

고장사람들이 하는 일2.

고장생활의 중심지3.

″

생각의 흐름3.

의사남자 간호사여자- , -

여자장을 봄-

여자장을 봄-

여자미용 꽃꽂이 요리- , ,

영주와 축구

57

76

84

85

86-87

성정체감의
발달과 이해

1-2 국어말하기쓰기( , ) 어깨동무도 해요5. 쉼터 나는 어떤 어린이라고( )

생각하나요?

100-101

사회에서
성역할

사회에서의
성역할

1-1

1-1

국어말하기듣기( , )

신나는 학년1

알고싶어요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일까닭( ) 18-21

78-79

2-1 바른생활 즐거운 우리집 아버지직장인- 66

3-1 국어읽기( ) 앎 즐거움4. 년 후의 내모습20 140-143

148-149

사회적
환경

성폭력 해당 내용 없음
성과
대중매체

해당 내용 없음

성
상품화

해당 내용 없음

양성
평등

양성평등
의미

해당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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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며 교수 학습을 촉진시키는 자료이고 학ㆍ

습지침이 되는 학생용 도서이다홍웅선 또한 교과서는( , 1994).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수 학습의 중요한 수ㆍ

단으로써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김주연 후( , 1998)

속된 성장의 과정에서도 표준적 지식 기능 경험으로 연장되, ,

게 마련이므로 교과서의 질은 바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의 하나로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이돈희( , 1993).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개념 틀은 여러 연

구자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허판례 는 신체발달, (1983)

영역 심리발달 영역 인간관계 영역 성 윤리 영역 가정사회, , , ,

영역을 제시하였고 김정옥 은 신체발달 영역 심리발달(1988) ,

영역 남녀의 인간관계 영역 가정과 사회생활 영역을 제시하, ,

고 있다 그리고. SIECUS(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지침으로 여섯Council of U. S)

개의 주요 개념인 인간발달 영역 인간관계 영역 대인기법, ,

영역 성 행동 영역 성 건강 영역 사회와 문화 영역으로 성, , ,

과 가정생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지식을 나타내며 각 주요,

개념들은 성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인적자원부 는 신체 및 심리. (2001)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와 성 윤리 범주를 기준으로 총, ,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54 .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 나라 학교 성교육의 기본 내,

용구조 틀은 의 성교육 개념 틀과 유사하며 우SIECUS(1991)

리 나라 학교 교육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전문가 집단에 의해 추출된 개념 틀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 심리 발달 범주는 신체< > ‘

발달 성 심리발달 성 건강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 ‘ ’ 3 ,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신체발달 성 건강에서는 부‘ ’, ‘ ’

분적으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발달 내용은 해‘ ’

당사항이 없었다 성 심리발달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라 성.

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 아동이 성을 발달단계에 따라 자

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수용하여 성에 대해 부끄럽

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어서 성 심리 발달에 대한 내용은 간과하기 쉬우나 중요‘ ’

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재.

량활동 등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발달 중.

임신과 출산 태아 모체 생명 탄생과 혈연 등에서 생명의 창, , ,

조에 대한 주제는 슬기로운 생활 국어 읽기(1-1, 2-1) (2-1), 3

학년 학기의 실험관찰 그리고 보건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주-1 ,

제를 다루고 있었다 남녀 신체 구조와 변화에 대한 내용은.

슬기로운 생활 국어 국어 읽기 그리고(1-1, 1-2, 2-1) (1-1) (2-2),

보건과 체육교과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몸의 차이를 다루면서

호르몬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성 건강에서는 옷의 필요성과. ‘ ’

청결 국어 말하기 듣기 에서 바른 생활과 생활의 길잡이, , (1-1) ,

그리고 체육 에서 생식기 청결은 신나는 학년과 바(2-1), (3) , 1

른 생활 에서 몸의 청결은 체육 도덕 생활길잡이(1-1) , (3), (3-1),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김미주 가(3-1) . (1997)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관련 개의 성SIECUS(1991) 2

교육 교재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간발달 영역에서

성 건강의 생식건강 외에는 가족계획 원치 않는 임신 성병, , ,

에이즈와 어린이 인간의 성 행동 성적 학대내 몸의 안전, , ( )

등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이후에 성교육 교재 개발이나

교육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인간관계 이해 범주는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 ‘ ’, ‘ ’, ‘

결정과 선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나 주로 결혼과 가’ 3 ‘

정에서 가정에서의 역할 가족의 의미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

성교육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성과 사랑과 관련되어서, ‘ ’

는 우정과 사랑에서 주로 교우관계에 대해서 학년에1, 2, 3

걸쳐 고르게 교과내용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김미주.

의 개념 틀에서는 이 부분을 인간관계와(1997) SIECUS(1991)

대인기법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 우정 결혼, , ,

의사소통 방식 등은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주제로 나타난

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자녀양육 가치관 문제에 대, , ,

한 의사결정 자기 주장하기 타인의 도움 등에 대한 내용은, ,

나타나지 않아 이런 부분에 성교육 내용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는 사회에서의 성 역할 사회적< > ‘ ’, ‘

환경 양성평등의 소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에서의 성’, ‘ ’ ‘

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성 정체감에 대한 내용들이 국어 말하’

기 쓰기 에서 성 고정관념은 바른 생활 사회, (1-2) , ‘ ’ (2-1), (3-1),

국어 읽기 에서 사회에서의 성 역할은 국어 말하기 듣(3-1) , ‘ ’ ,

기 신나는 학년 바른생활 국어 읽기 에서(1-1), 1 (1-1), (2-1), (3-1)

부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의 분석 틀에서. SIECUS(1991)

는 이를 사회와 문화 영역으로 보았으며 김미주 의 성교(1997)

육교재 분석에서는 성 역할에서는 남성평등 다양한 삶 인격, ,

존중 성과 매체 등에 대한 내용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본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환경 성과 대중매체 성 상품화과‘ ’( , )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

대한 성교육 내용이 개발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 우리 나라의 현실은 성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매우 위협

적이다 사회 도처에는 아동의 성을 위협하는 위험하고도 불량.

한 환경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바람직.

한 성을 위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 ’

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남.

녀의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불평등한 종속관계 고정관념,

등이 남아있다 성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남녀평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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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

유교적 문화와 습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꼭 교육 내

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에서 교과목에서 제시한 성교육 내용은 성에 관한

지식을 명백히 증가시키고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아동들의 성장단계

에 적절한 성교육 내용을 제시하여 성장하는 아동들이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 및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함으로써 책임 있

는 행동을 해 나가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들은 3

학년이 되어서야 보건 교과를 통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접하게 된다 또한 보건교사의 성교육 교과목의.

부재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재량학습 특별활동 등의 시간,

에 준하여 부분적으로만 다루게 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단계별로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내용에 대한 체계적,

인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성교육 교재가 학생들의 다양한 성 의식과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자료 등을 그대로 적용하

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

못된 성 편견이나 지식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

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남승희 보건사회연구원( , 1999; ,

송태민 정영철 김재현 김명 양순옥 그1999; , , , , 1997; , 1999).

러므로 학습 대상자의 발달수준에 맞게 다양한 수준으로 개

발되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이 있는 성교육

단독 교과목의 수업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

연구자는 성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이고 보완된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들의 검,

증을 거친 성교육 내용의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 교과서(1-3 )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성교육 내용과 연결된 부분은 교과와

연결하여서 지도하도록 하고 교과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

분은 재량활동 등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개발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설계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교육 관련 기본 영

역과 내용을 분석하는 서술 연구로 내용분석의 틀은 교육인

적자원부 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성교육 개념 틀인 신체(2001) <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 윤리 의>, < >, < > 3

범주를 이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제 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7 (1-3 ) 1,

학기 교과서 총 권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가 인이 범주2 46 2

에 속하는 영역 소 영역과 주제를 기준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성교육 내용을 범주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 및 심리 발달 범주 내용분석 신체 심리 발달 범: < >∙

주는 신체발달 성 심리발달 성 건강의 영역으로 구‘ ’, ‘ ’, ‘ ’ 3

성되었는데 신체발달 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 ‘ ’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발달에 대한 내용은‘ ’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인간관계 이해 범주 내용분석 인간관계 이해 범주 는: < >∙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결정과 선택의 영역으‘ ’, ‘ ’, ‘ ’ 3

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주로 결혼과 가정에서‘ ’

가정에서의 역할 가족의 의미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성교,

육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성과 사랑과 관련해서는, ‘ ’

우정과 사랑에서 주로 교우관계에 대해 학년에 걸1, 2, 3

쳐서 고르게 교과내용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

결정과 선택에서는 효과적 의사소통이 학년 학기 국어’ 3 1

쓰기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 내용분석 성 문화 및 성 윤: <∙

리 범주는 사회에서의 성 역할 사회적 환경 양성평> ‘ ’, ‘ ’, ‘

등의 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에서의 성 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성 정체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되었지

만 사회적 환경 성폭력 성과 대중매체 성 상품화과 양, ‘ ’( , , ) ‘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

아동의 성적 조숙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성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변화 및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키워야 할 절박한 일이 되었다 초등학교 아동이 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나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경

우에는 불안 긴장 초조 당황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 , ,

게 된다 반면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

증가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성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신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성교육에 대한 내용

을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

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신체 및 심리발달 범주의< >

성 심리 발달과 성 문화 및 성 윤리 범주의 사회적 환경‘ ’ < > ‘ ’

과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재량활동이나 성교육 수업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성교육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교육 요구도학생 교사 학부모를( , , )∙

파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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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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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Yang, Soo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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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xuality education course of study for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ethod: On the basis of the sexuality education guidebook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ublished by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state-designated

textbooks for first to third grade were analyzed. Results: 1) In the categor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physical development and psychosexual development content were covered, but not sexual health

content. 2) In the category of understanding of human relationship, marriage and family, and the opposite sex and

love were presented but self-determination and selection were only partially presented. 3) In the category of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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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sexual ethics, sexual role in society was covered, but not social environment or equality of the sexe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ent on sexuality which is not covered in textbooks for students in lower

grades should be included in other school courses or activities in clas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exuality content, Textba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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