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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executed to investigate the route of the sexual knowledge acquisition and the sexual 
problem behavior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 a region. Method: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ho were primary 
school 5, 6 grade students of 990 people were chosen at random in big citie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in 
Jeonbuk province. Result: The route of the sexual knowledge acquisition was through taking lesson & teacher in 
the school(40.6%), the peer group or senior member(26.1%), internet(15.3%), parents(10.0%), and multimedia(8.0%). 
The domain of the sexual problem behavior showed sexual impulse 3.8%, sexual violence 3.7%, masturbation 
2.7%, voyeur 1.8%, prostitution 0.8%, transvestism 0.5%, exhibitionism 0.1%. The sexual problem behavior 
experienced by 5.0% or more of the subjects showed the experience of another person's compulsory touching on 
their body, the embrace desire and the kiss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And the biggest sexual problem 
behavior of the subjects was sexual violence and sexual impulse to opposite sexual friend. The experience rate of 
the 6 grad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5 grade (p<.05) and the male students' experience rate of another person's 
compulsory touching on their body showed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 students(p<.05). Conclusion: The author 
through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systematic programs and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for sexual problem 
behavio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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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충동으로 인한 혼란 및 2차 성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Freud가 말한 것과 같이 이 시기의 아동을 성적 

잠재기에 있는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기 보다는 성충동 반응

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성적 성숙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와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Cho, Kim, Lee, 

& Lee, 2001).

초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생은 신체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현실적인 성문제에 부딪혀도 부모나 선생님에게 상의하기가 

쑥스러워 혼자 고민하고 있다(Kim, H. J., 2003). 그리고 초등

학교 5ㆍ6학년 학생의 41.3%가 컴퓨터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

이 있으며, 51.5%는 자기 집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고, 중학생

의 67.2%가 13세 이전에 성적인 장면을 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장시간 동안 부모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

태에서 방과 후 집에서의 성행위가 늘고 있으며, 또래와의 놀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성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욱 주의가 요구된다(Cohen, Farley, Taylor, Martin, & Schuster, 

2002; Kim, D. S., 2003; Kinsman, Romer, Furstenberg, & 

Schwarz, 1998; Sim, 1999).

성문제 행동은 성과 관련된 의식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모

든 규칙 혹은 규범의 위반 행위로, 혼전 성관계나 성매매 등

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이 포함되는 의식적 일탈과 강간(성폭

력), 성매매, 성관계, 포르노그라피 접촉 등을 포함하는 행위

적 일탈을 포함 한다(Han, Kim, Sul, Im, & Cho, 2003). 그리

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체계에서는 

비행 영역에서 성폭력과 강간을, 성 영역에서는 성정체감, 성

추행, 폭행피해, 성충동 조절, 성지식과 정보제공, 기타 이성

에 대한 성적 관심을 문제행동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

충동 조절에는 정상 청소년의 성충동 고민, 자위행위 등을 포

함시키고 있다(Kim & Kang, 2000)

인터넷 성상담 코너에서 초등학생이 주로 호소하는 성문제

는 신체변화 43.3%, 자위행위 22.0%, 생리 19.5%, 성폭력 

6.44%, 음란물 6.2% 등 이었고, 자위행위, 월경, 몽정 등에 대

한 성지식 수준이 낮았으며, 7-13세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가 

2002년 8.5%, 2003년 9.3%, 2004년 10.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Kim, H. J., 2003; Lee & Kang, 200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5). 또한 중ㆍ고등학생의 

30.7%가 초등학생 시기에 성경험이 있었으며, 청소년의 

26.6%가 성인용 유해매체를 초등학생 시기에 처음 접하고, 초

등학교 고학년의 52.5%가 대중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고 있

어서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지식이 초등학생의 성

문제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Cho et al, 2001; Kim, 1999;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6). 이와 같이 사춘기에 접어

든 초등학생들은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성

고민과 성충동, 자위행위 등에 대한 성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조기 성경험과 음란물 등 성인용 유해 매체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성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

해 있다. 그리고 잦은 성인용 음란물 접촉은 사춘기를 맞이하

는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지식과 성태도를 

갖게 하며, 성충동 대처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하고, 성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성교육은 초등학생의 성문제 행

동을 다루는 것에 소극적이었다(Kim & Lee, 2001).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음란물이나 잘못된 성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 가정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해 배울 기회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실이다(Seong et al., 2002). 그러므

로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분

석하여 이를 반영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

제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성문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단지 인터넷 게시판 성상담사

례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성 상담 문제를 분석하여 영역별 성

문제 유형을 제시한 연구(Kim, H. J., 2003; Kim & Kang, 

2000; Ok, 2000)와 초등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조사한 연

구(Kim, An, Sim, & Cho, 2002; Lee & Kang, 2003)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본 연구자는 사춘기에 접어드

는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성문제 

행동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

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이 무엇이며, 어떤 성문제 행동에 가장 

많이 노출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함

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의 성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를 조사하고, 성문제 행동

을 파악하고 성문제 행동 발생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함으로

써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문제 행동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중재 및 집단 치료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설정과 성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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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문제 행동

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를 파

악한다.

•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문제 행동을 파악한다. 

•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와 성문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200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ㆍ녀 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전라북

도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ㆍ6학년 남ㆍ녀 학생

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내 14개 지역을 대도시, 중소

도시,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고, 대도시 1개, 중소도시 1개, 농

촌 1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초등학교 5ㆍ6학년 재학

생의 지역별 비율(대도시 지역-88.4%, 중소도시 지역-9.5%, 농

촌 지역-2.1%)에 따라 대도시 지역 3개 학교, 중소도시 지역 

1개 학교, 농촌지역 1개 학교를 표출하고, 표출된 학교에서 5, 

6학년 각 1개 반씩을 무작위표출하여, 표출된 학급의 학생 전

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 수는 도시 지역 

880명(81.5%), 중소도시 150명(13.9%), 농촌 지역 50명(4.6%) 

총 1,08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5년 11월 현재 전

라북도 내 재학중인 초등 5ㆍ6학년 학생 전체의 4.54%에 해

당하였다.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거주지역, 동거가족

형태, 부모의 경제활동을 조사하였다.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

성에 관한 지식 습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대상이 누구

인가로 조사하였다.

 성문제 행동

초등학생의 성문제 행동 조사도구는 Ok(2000), Kim과 

Kang(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문제 상담에서 나

타난 성문제 유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조사 도구는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단어 사용과 문장 이해 정도를 

파악한 후, 간호학 교수 1인, 성교육 전문가 2인, 초ㆍ중ㆍ고

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3인과 함께 내용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성문제 행동 조사 도구는 성충동 6문항, 성폭력 5문항, 자

위행위 1문항, 관음증 1문항, 성매매 2문항, 물품음란증 2문

항, 노출증 1문항, 임신 경험 1문항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응답의 척도는 해당 성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

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8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표출된 각 학교의 관리자, 성교육 담당교

사,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구

하여 동의를 얻은 후 담임 교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연구자는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질문지 회수방법, 비밀유지나 자료수집 

과정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설문 조사는 무기

명으로 하며, 설문의 응답 내용은 비밀로 하고,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의 자율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 희망자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식에 의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총 1,080 중 1,01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4.1%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하고 990부

를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

도, 백분율,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52.3%(518명), 여학생이 

47.7%(472명)였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 47.9%(474명),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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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exual problem behavior

Area Sexual problem behavior
Yes No Total

n(%) n(%) n(%)

Sexual impulse  Embrace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89(9.0) 897( 91.0) 986(100.0)
 Kiss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63(6.4) 923( 93.6) 986(100.0)
 Feel like sleeping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28(2.8) 958( 97.2) 986(100.0)
 Body touch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23(2.3) 963( 97.7) 986(100.0)
 Anguish about sexual impulse control 11(1.1) 974( 98.9) 985(100.0)
 Sexual intercourse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9( .9) 977( 99.1) 986(100.0)
 Total 223(3.8) 5,692( 96.2) 5,915(100.0)

52.1%(516명)였다. 거주 지역별 분포는 도시 81.7%(809명), 중

소도시 13.5%(134명), 농촌 4.7%(47명)를 차지하였다. 동거가

족형태는 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가 88.6%(875명)였고 

재혼한 부모와 동거 1.9%(19명), 한 부모와 동거 8.5%(84명), 

부모 아닌 다른 가족과 동거 1.0%(10명)였고, 부모경제활동으

로는 맞벌이 가정이 59.6%(588명), 두 분 중 한 분만 직업이 

있는 가정은 39.4%(388명), 두 분 모두 실직한 가정은 1.0% 

(10명)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518( 52.3)
Female 472( 47.7)
Total 990(100.0)

Grade 5grade 474( 47.9)
6grade 516( 52.1)
Total 990(100.0)

Residential district Big city 809( 81.7)
Small towns 134( 13.5)
Rural area  47(  4.7)
Total 990(100.0)

Living together 
family

Parent 875( 88.6)
Remarriage parent  19(  1.9)
One parent  84(  8.5)
Other family  10(  1.0)
Total 988(100.0)

Parent economics Working together 588( 59.6)
Working one parent 388( 39.4)
Parent unemployment  10(  1.0)
Total 986(100.0)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

성에 관한 지식은 학교수업 및 선생님(40.6%)을 통해서 습

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 및 선배

(26.1%), 인터넷(15.3%), 부모(10.0%), TVㆍ신문ㆍ잡지ㆍ책 등

의 대중매체(8.0%)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은 학

교 수업 및 선생님을 통해서 주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

며, 친구나 선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많았다

<Table 2>.

<Table 2> The route of the sexual knowledge acquisi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n(%)

The route of 
the sexual
knowledge 
acquisition

 School taking lesson & teacher 389( 40.6)
 Peer group or senior member 250( 26.1)
 Internet 147( 15.3)
 Parent  96( 10.0)
 Multimedia
 (TVㆍNewspaperㆍMagazineㆍBook)

 77(  8.0)

 Total 959(100.0)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성문제 행동

대상자가 경험한 성문제 행동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충동 

3.8%, 성폭력 3.7%, 자위행위  2.7%, 관음증 1.8%, 성매매 

0.8%, 물품음란증 0.5%, 노출증 0.1%였다.

성 문제 행동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ㆍ6학

년 학생의 성문제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는 타

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이 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9.0%, 이성친구와 키스 욕

구 6.4%, 내가 강제로 타인의 몸을 만진 경험 4.3%, 이성친구

와 자고 싶은 욕구 2.8%,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 욕구 2.3%, 

자위행위 경험 2.7%, 타인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 피해 경험 

2.3%, 다른 사람의 벗은 몸을 훔쳐보면서 즐거워 함 1.8%, 타

인이 강제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요구당한 경험 1.6%, 성충

동 조절에 대한 괴로움 1.1%, 성매매 권유를 받아 본 경험 

1.0%, 이성친구와 성관계 욕구 0.9%, 이성의 속옷에 대한 성

충동 경험 0.8%, 성매매 경험 0.5%, 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험 0.2%, 타인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즐거움을 얻음 0.1%, 

이성의 속옷을 훔친 경험 0.1% 순 이었으며, 여학생의 임신 

경험 및 임신중절수술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 대상자의 5.0%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은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이성친

구와 키스 욕구로 대상자의 가장 큰 성문제 행동은 성폭력과 

이성에 대한 성충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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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Area Sexual problem behavior
Yes No Total

n(%) n(%) n(%)

Sexual violence  Experience that another person touched compulsorily on my body  95(9.6) 793( 83.8) 946(100.0)
 Experience that touched compulsorily on another person body by me   42(4.3) 943( 95.7) 985(100.0)
 Experience that is damaged sexual intercourse compulsorily by another person  23(2.3) 963( 97.7) 9486100.0)
 Experience that another person is touched compulsorily on his body by me 16(1.6) 970( 98.4) 986(100.0)
 Experience that was sexual intercourse compulsorily by me  2( .2) 984( 99.8) 986(100.0)
 Total 178(3.7) 4,653( 96.3) 4,831(100.0)

Masturbation
 Experience that was masturbation  27(2.7) 959( 97.3) 986(100.0)
 Total  27(2.7) 959( 97.3) 986(100.0)

Voyeur  It is a pleasure with voyeur a nude of another person  18(1.8) 968( 98.2) 986(100.0)
 Total  18(1.8) 968( 98.2) 986(100.0)

Prostitution  Experience that is asked prostitution 10(1.0) 978( 99.0) 988(100.0)
 Experience that did a prostitution  5( .5) 983( 99.5) 988(100.0)
 Total 15( .8) 1,961( 99.2) 1,976(100.0)

Transvestism  Sexual impulse experience about underwear of opposite sexual  1( .1) 984( 99.9) 985(100.0)
 Experience that robbed underwear of opposite sexual  8( .8) 977( 99.2) 985(100.0)
 Total  9( .5) 1,961( 99.5) 1,970(100.0)

Exhibitionism  It is a pleasure with expose one's the sexual organs before another person  1( .1) 985( 99.9) 986(100.0)
 Total  1( .1) 985( 99.9) 986(100.0)

Pregnance  Pregnance experience & induced abortion  experience(Female student) 0( .0) 469(100.0) 469(100.0)
 Total 0( .0) 469(100.0) 469(100.0)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문제 행동

성문제 행동 중에서 대상자의 5.0%이상 경험한 문제를 중

심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성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은 남학생 12.2%, 여학

생 6.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χ2=8.12, p= .004).

학년에 따른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여부는 5

학년 4.4%, 6학년 14.5%로 6학년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χ2=28.40, p= .000).

거주지역(χ2=4.72, p= .099)과 동거가족형태(χ2=2.46, p= 

.432), 부모의 경제활동(χ2= .34, p= .866)은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6학년이 5학년보다 타

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이성친구와 포옹하고 싶은 욕구는 5학년 3.0%, 6학년 

14.6%로 6학년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χ2= 

41.00, p= .000).

성별(χ2=.665, p= .415), 거주지역(χ2=4.48, p= .099), 동거가

족형태(χ2=3.23, p= .319)와 부모의 경제활동(χ2= .32, p= .895)

은 이성친구에 대한 포옹 욕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6학년이 5학년보다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경험이 

더 많았다.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는 5학년 1.9%, 6학년 10.5%로 6학년

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χ2=30.78 p= .000).

성별(χ2= .62, p= .429), 거주지역(χ2=5.35, p= .066), 동거가

족형태(χ2=3.32 p= .280), 부모의 경제활동(χ2= .03, p=1.000)은 

이성친구에 대한 키스 욕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경험은 6학년이 5학년보다 

더 많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은 

학교 수업 및 선생님(40.6%)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이 친구 및 선배(26.1%), 인터넷(15.3%), 부모

(10.0%), 대중매체(8.0%) 순 이었다. 이는 학교 수업 및 선생

님 그리고 부모님 등을 통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우

(50.6%)도 많으나,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친구 및 선배,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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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sexual problem behavior

Characteristics Category

Experience that another 

person touched 

compulsorily on my body

Embrace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Kiss desire with opposite 

sexual friend

Yes No Yes No Yes No

N(%) N(%) N(%) N(%) N(%) N(%)

Gender Male 63(12.2) 454( 87.8) 43( 8.3) 474( 91.7) 30( 5.8) 487( 94.2)
Female 32( 6.8) 437( 93.2) 46( 9.8) 423( 90.2) 33( 7.0) 436( 93.0)

                  χ2(p)  8.12(.004)   .665(.415)   .62(.429)
Grade 5grade 21( 4.4) 453( 95.6) 14( 3.0) 460( 97.0)  9( 1.9) 465( 98.1)

6grade 74(14.5) 438( 85.5) 75(14.6) 437( 85.4) 54(10.5) 458( 89.5)
                  χ2(p) 28.40(.000) 41.00 (.000) 30.78(.000)
Residential 
district

Largest city 77( 9.5) 732( 90.5) 80( 9.9) 729( 90.1) 58( 7.2) 751( 92.8)
Middle city 17(13.0) 114( 87.0)  8( 6.1) 123( 93.9)  5( 3.8) 126( 96.2)
Rural  1( 2.2)  45( 97.8)  1( 2.2)  45( 97.8)  0(  .0) 46(100.0)

                  χ2(p)  4.72(.099)**  4.48 (.099)**  5.35(.066)**

Living together 
family

Parent 82( 9.4) 790( 90.6) 80( 9.2) 792( 90.8) 56( 6.4) 816( 93.6)
Remarriage parent  1( 5.3)  18( 94.7)  0(  .0)  19(100.0)  1( 5.3)  18( 94.7)
One parent 10(11.9)  74( 88.1)  7( 8.3)  77( 91.7)  4( 4.8)  80( 95.2)
Other family  2(20.0)   8( 80.0)  2(20.0)   8( 80.0)  2(20.0)   8( 80.0)

                  χ2(p)  2.46(.432)**  3.23 (.319)**  3.32(.280)**

Parent economics
Working together 56( 9.6) 530( 90.4) 53( 9.0) 533( 91.0) 38( 6.5) 548( 93.5)
Working one parent 37( 9.6) 349( 90.4) 36( 9.3) 350( 90.7) 25( 6.5) 361( 93.5)
Parent unemployment  0( .04)  10(100.0)  0(  .0)  10(100.0)  0(  .0)  10(100.0)

                  χ2(p)   .34(.866)**   .32 (.895)**   .03(1.000)**
* n(%) : It was except to make no response.  ** fisher's exact test

넷, 대중매체 등(49.4%)을 통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얻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중복 응답을 가능하게 하여 조사한 Cho 등(2001)의 연구에서 

성에 관한 지식을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64.3%)을 통해서 많

이 얻고 있고, 책, 텔레비젼, 친구, 인터넷, 기타 등 비체계적 

경로(52.2%)를 통해서도 상당수가 성에 관한 지식을 얻고 있

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2)의 연

구에서는 성에 관한 지식을 친구, 선생님, 부모, 인터넷과 PC

통신, 영화, TV나 라디오, 만화, 가족, 비디오, 소설과 잡지 

순으로 상당수가 선생님과 부모님(27.8%) 외에 비체계적 경로

(68.2%)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이 성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대상도 부모님(20.3%), 학교선생님

(8.8%) 외에 친구, 형, 언니, 가족, 기타 등의 대상(70.8%)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학교선

생님 및 부모님에게서 성지식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

직도 비체계적 경로로 성지식을 얻고 비전문가와 성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초등학생도 다수존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친구 및 선배, 인터넷에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청소년들

은 성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이나 다양한 통설은 많이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

지며(Kim & Lee, 2001), 성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단편적

이고 왜곡된 성 정보로 지나친 호기심과 성 욕구를 자극받게 

된다(Lee, 2002).

Erikson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가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여서 이 시기에 기초적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

득하게 되어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더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

고 유용한 기술들을 열심히 배우고 숙달하고자 하는데 만일 

이 시기에 근면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면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Kim, 1998). 그러므로 이 시

기의 발달과업을 바르게 이루어 건강한 성적 자아가 성장되

도록 올바른 경로를 통해 체계적인 성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학교 성교육과 가정에서의 부모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이 경험한 성문제 행

동은 영역별로 성충동 3.8%, 성폭력 3.7%, 자위행위 2.7%, 관

음증 1.8%, 성매매 0.8%, 물품음란증 0.5%, 노출증 0.1%로 

가장 큰 성문제 행동은 이성에 대한 성충동과 성폭력 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5.0% 이상이 경험한 성문

제 행동은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9.6%, 이성친

구와 포옹 욕구 9.0%,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6.4% 등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초등학생이 호소하는 성문제가 신체변화, 자

위행위, 생리, 성폭력, 음란물 순으로 많고,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신체변화, 성충동, 음란물, 자위행위에 대한 비율이 높

아지며(Kim, H. J., 2003),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성충동이

나 성적 호기심이 증가한다(Ok, 2000)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유아, 어린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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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등을 포함한 자기 보호능력이 미약한 연령의 피해율이 

심각하며, 피해자의 75.4%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Park, Cho, Song, & Kim, 2007) 이는 성충동과 함께 성폭력 

문제를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주요 성문제 행동으로 인

식하고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성문제 행동의 발생과 심각성은 증가되

고 있는 반면 임신과 출산, 자위행위, 월경, 몽정, 에이즈, 성

폭력, 양성평등에 대한 성지식과 성태도 점수는 낮으며(Lee & 

Kang, 2003) 초등학생의 성충동 관련 문제 행동은 중ㆍ고등

학교 시기로 이어 질 우려가 있어 성폭력과 성충동을 예방하

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5.0% 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

은 아니지만, 이들이 경험한 행위로 자위행위 2.7%, 관음증 

1.8%, 성매매 0.8%, 물품음란증 0.5%, 노출증 0.1%가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2.7%의 자위행위 경험은 Kim(1999)이 중ㆍ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성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초등학생 시기에 훨씬 더 많이 자위행

위를 했던 것으로 보고한 것을 볼 때 초등학생의 자위행위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위행위가 청소년

들이 13～15세가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사정( 精)능력이 생기

게 되면서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성충

동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

해할 수 있으나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신경쇠약상태가 초래되어 학습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초등 5ㆍ6학년 시기부터 자위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자위행위의 횟수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0.8%의 성매매 경험은 우리나라가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아동 성매매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

는 찾아보기 어려워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아동 성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Won, 2005) 초등학생 성매매에 대

한 사회적ㆍ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National Youth Commission(2006)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들

이 성매매를 행위를 중단하기위해서는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

야 한다’가 4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놀이 공

간이 많아져야 한다’(20.7%),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어른이 필요하다’(17.2%), ‘청소년 쉼터가 많아져야 한다’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의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 문화 개발과 용돈 벌이

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소개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등의 성일탈적 문

제행동 경험은 Ok(2000)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교 때부터 성기를 노출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느끼는 행동을 처음에는 장난이나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하다

가 점점 습관화되어 스스로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상

황에 이르러 괴로워하고, 물품음란증 역시 여성의 물건을 훔

쳐서 자위행위 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불결함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상 성행동이 주로 음란물

을 보면서 따라하거나 성충동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몰

라 한번 해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춘

기 성행동을 올바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한 것을 볼 때 초등학생의 성심리에 대한 교육과 성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초등학생의 주요 성문제 행동은 

성폭력과 성충동이지만 자위행위, 관음증, 성매매, 물품음란증, 

노출증도 초등학생의 성문제 대책 수립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시

기를 성적 욕구의 잠재기와 이성적 대항기에 속해 있다고 하

여 성적 문제 행동의 무풍지대로 간과하지 말고 긍정적인 성

가치관을 싶어주어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올바른 성정체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성교육 기관의 노력과 협

력이 필요하고 초등학생들의 인지, 학습 및 성장발달에 맞게 

구성된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5.0%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과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

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

고 6학년이 5학년 보다 높아 성별과 학년이 타인에 의한 강

제적 성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National Youth Commission(2006)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때 성적인 접촉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조

사에서 남학생(21.9%)이 여학생(14.8%)보다 성적인 접촉을 많

이 경험했다는 결과와 Ok(2000)의 연구에서 중ㆍ고등학생

(8.0%)이 초등학생(4.1%) 보다 성폭력 문제 상담요청이 많은 

것을 볼 때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폭력에 더욱 많이 노출됨을 

알 수 있어 학년과 성별이 성폭력 위험과 관계를 있음을 의

미한다.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을 

극도의 위험에 빠트리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으나(Park, 

2006), 아동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처능력

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아동 성

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치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Kim과 Kim 

(2006)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성폭력 경험 여아의 자아 존중

감을 향상시켰다고 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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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성폭력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깊이 있는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 성폭력 예방 교

육을 실시해야 하며, 여성중심 예방교육 보다는 남성도 피해

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양성모두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성 폭력에 따른 정신ㆍ심리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청소

년기와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 도입이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치유프로그램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담당인력의 재교육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와 같은 성충동 욕구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5ㆍ6학년이 인간 심리ㆍ사회적 

발달상 전청소년기에 속하며 타인과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며 

깊어지고 성적인 접촉욕구와 이성친구와 애정적인 관계를 형

성하려는 욕구가 나타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의 성충동이 학

교 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충동

이 강하다는 Park과 Chun(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충동 욕구가 과도한 

자위행위나 성폭력적 행위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성충동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의 심리ㆍ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초등학생들의 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

로와 성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성문제 행동

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무작위로 표출된 도시 1개 

지역, 중소도시 1개 지역, 군 소재 1개 지역에 재학중인 초등

학교 5ㆍ6학년 학생 990명이었다. 자료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

에 의해 2005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8일까지 수집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은 학교수업 및 

선생님(40.6%)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 및 선배(26.1%), 인터넷(15.3%), 부모

(10.0%), TVㆍ신문ㆍ잡지ㆍ책 등의 대중매체(8.0%)였다.

•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은 성충동 

3.8%, 성폭력 3.7%, 자위행위 2.7%, 관음증 1.8%, 성매매 

0.8%, 물품음란증 0.5%, 노출증 0.1%였으며, 초등학교 5ㆍ6

학년 학생의 5.0% 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은 타인이 강

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9.6%,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9.0%,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6.4% 등으로 초등학생의 가장 

큰 성문제 행동은 성폭력과 이성에 대한 성충동에 관한 것 

이었다.

• 초등학교 5ㆍ6학년의 5.0% 이상이 경험한 성문제 행동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 타인이 강제로 내 몸을 만졌던 경험 여부는 남학생 

12.2% 여학생 6.8%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년별로는 

5학년 4.4%, 6학년 14.5%로 6학년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 이성친구와 포옹 욕구 경험은 5학년 3.0%, 6학년 14.6%

로 6학년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 경험은 이성친구와 키스 욕구는 5

학년 1.9%, 6학년 10.5%로 6학년이 5학년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은 성에 관한 지식을 학교

수업 및 선생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

장 큰 성문제 행동은 성폭력과 이성에 대한 성충동에 관한 

것으로 주로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 초등학생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과 긍정적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유치원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의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세부적 설정과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

인 성교육을 위해 정규 학교교육과정 안에 성교육 교과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초등학생이 성충동에 대한 인식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성폭력으로 인한 건강의 위

협이 생기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안과 학

교 밖의 청소년들을 동시에 적용시켜 모든 청소년들이 건

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더욱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학교 성교육과 지역사회 성교육의 

역할 정립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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