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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appropriate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1 day care center teachers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1) The mean score of the degree of sexual education for children was high at the score of 4.18 (±0.43). 2) In the

mean score of 3 sub-areas, ‘living’ area was at the highest at the point of 4.32 (±0.31), ‘social’ area was 4.28 (±0.46),

and ‘physical’ area was 3.94 (±0.55).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exual education requirement

according to subject’s major (t=-2.586, p=.010).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all items of sexual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hildren in day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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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 성은 어느 시 , 어느 형태

를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존립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Kim et al., 2000), 성의 발달 또한 출생 시부터 시

작되어 일정한 순서를 따라 평생 동안 지속된다. 아동 역시 어린

초기 아동부터 성에 한 나름 로의 인식을 갖고 성장, 발달하

면서 성에 관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아동 초기에 형

성된 성에 한 태도와 견해는 성장 후까지도 개인의 성격유형

및행동특성과관계가있음이밝혀졌다(Hetherington & Parke,

1986; Vasta, Haith, & Miller, 1999).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는 성에 한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지

만, 성은 삶의 본질이고 인간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Yoon, 1990), 행복한 삶을 위해 성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년기

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Shon (1994)은 성에 관한 기초는 어렸

을 때부터 형성되므로 성교육은 유아기 때 가족 내에서 구체적

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 으며 Yang, Jeong, Kim,

Lee와 Baek (2002)도 성에 한 지식과 태도, 행위는 어릴 때

부터 형성되는 것이므로 성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아동 초기(Early childhood)란 학령전기의 6세까지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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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달단계로서(Wong & Hockenberry-Eaton, 2001), 이 시

기에는 자아개념이 발달하면서 성적 관심과 호기심이 증가하고

성별의차이를인식하며성역할에 해서도학습하는시기이다

(Kim et al., 2006; Kim et al., 2007).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아동 양육을 가정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교육에 있어서도보육

교사는 아동 초기부터 모델이 되어 아동이 성에 해 정확한 지

식과올바른태도를형성하는데큰 향을미치게된다. Kwak,

Yoo, Lee와 Kang (2002)은 아동 초기에 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성교육 방법이나 내용에 해서는 의문점을 가지

고 있다고 지적하 으며 Jeong과 Shon (1995)은 어머니를

상으로한성교육요구분석을통해유아교육기관에서의성교육

요구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보육시설은 유치원에 비해 어린 나이부터 양육과 교육을 전

담하며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아동에게 미치는 향력은 매

우 크고 중요하게 고려된다(Cho, 2007). 즉, 보육교사는 유

아의 발달과정에서 결정적인 향력을 미치며 교육의 질을 판

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Choi & Moon, 2004;

Lee et al., 2007). 또한 오늘날의 보육 프로그램은 종래의 단

순한 보호차원만이 아닌 교육과 보호가 통합된 에듀케어(edu-

care)의 성격으로서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Kim &

In, 1997), 양육자 역할과 교육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자극,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가 최적의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실

제로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은 아동의

발달에긍정적인 향력이있음이보고되고있다(Hyun, 2003).

최근에는 성교육을 수용하는 입장이 상당히 지지되고 있음에

도, 우리나라는 아직 성교육의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

며, 이에 한연구마저미비한실정이다. 성과관련된연구는주

로 성인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사춘기의 중,

고등학생을 상으로한것이 부분이다(Kim et al., 2000). 더

욱이초기 아동을 상으로하는연구는몇편의실태조사에불

과하며 과학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초기 아동을 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포괄하는 내용 및 그 범위에 한 이론적인 고찰이 부

족하여 체계적인 유아 성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Kim et al., 2000; Kwack et al., 2002; Park, Park,

Kwon, & Lee, 2002). 그리하여 성교육에 한 실제적인 프로

그램 개발이나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성교육 요구 등 제

반에 걸친 연구 및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므로이러한상황에서는성교육이포괄하는내용에 한규명

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 해Shon (1994)은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 다. 성교육에 있어서 중요

한 문제는‘성교육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

한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강조하 다. 즉, 지도해야 될 아

동 초기 성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더 절실한 문제

로, 초기 아동을 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데(SIECUS,

1991) 이에 한 선행조건으로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보육교사

들의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육교사

의 성교육요구도란보육교사가초기아동기의성교육을위해서

아동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적 내용 역에

한 요구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초기 아동을 상으로 보육

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성교육지침의내용과방법의새로운모색을위한기초자료를제

공하여궁극적으로는아동초기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역별 성교육 요구도(신체 역, 사회 역,

생활 역)를 파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교육 요구도의 차이

를 역별로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 초기 성교육에 한 요구도를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0개의 국공립, 법

인, 직장,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종사하는보육교사380명을

상으로 하 다. 아동 초기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연구 상자로보육교사를선정한이유는학습자인

상자는 취학 전 아동이며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보육시설

을이용하는 유아가점차증가추세에있고보육시설에서아동

을 1차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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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며 아동이 성에 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습득

하는데 직접적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상으로 초기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요구를 조사, 분석하 다. 380명의 보육

교사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나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 361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는

데이는신뢰도95% 오차한계±5.16%p로할때필요한표본의

수에 해당되므로(Cochran, 1977)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자료수집기간및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4일부터 7월 10일

까지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서면을 통해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허락을 받은 기관의 협조로,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만나 상자에게 설문내용 및 목적에

해 설명하고 고지동의가 포함된 설문지에 표기를 하여 참여에

한의사를허락받아조사를실시하 다. 그리하여참여에동의

하기로 한 보육교사에게 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하게 하

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지 작성 후에는 바로 수

거하 는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교육 요구도 도구는 Shon (1994)이 선

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한 5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신체 역>, <사회 역>, <생활 역>의 3 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신체 역>은「신체차이」(6, 7, 8, 9, 10, 11, 12, 13, 17번) 9

개문항, 「생명탄생」(1, 2, 3, 4, 5번) 5개문항, 「자신의성인지」

(32, 46번) 2개 문항을 포함한 3개 요인으로, <사회 역>은「성

모방행동및놀이」(24, 25, 26, 27, 28, 29, 30, 31번) 8개문항,

「심한성적장난및문제행동」(18, 19, 20, 21, 22, 23번) 6개문

항, 「이성 친구 사귀기」(50, 51, 52, 53번) 4개 문항, 「결혼교육」

(14, 15, 16번) 3개 문항, 「우정 만들기」(47, 48번) 2개 문항, 「유

괴 및 성폭력 방지」(44, 45번) 2개 문항을 포함한 6개 요인으로,

<생활 역>은「생활습관 형성」(38, 39, 40, 41, 42, 43, 49번) 7

개 문항, 「화장실 사용 예절」(33, 34, 35, 36, 37번) 5개 문항을

포함한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각

문항은‘전혀 필요 없다’1점, ‘별로 필요 없다’2점, ‘가끔 필요

하다’3점, ‘어느 정도 필요하다’4점, ‘반드시 필요하다’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관한 보육교사의 초기 아동에

한 성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주제 역에 관한 성교육

요구점수를합해총체적인성교육요구도를계산하므로, 총체적

인 요구도 점수는 53점에서 265점의 범위를 갖는다. 본 도구는

개발당시유아어머니를 상으로이들의성교육요구도를파악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보육교사를 상으로 할 때의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경력이 10년 이상인 보육

교사10인에게타당도를검증한결과, 이들모두본도구가보육

교사를 상으로 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그 로 사용하

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는 개발 당시 .97로 높

게나타났으며<신체 역>은.90, <사회 역>은.94, <생활 역>

은.93으로나타났고본연구에서는전체도구의신뢰계수Cro-

nbach’s a가.96으로높게나타났으며각 역별로는<신체 역>

은 .91, <사회 역>은 .93, <생활 역>은 .92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성교육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으며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로 분석하 는데, 유의한 경우는 Duncan test를

통해 사후검증하 고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

본 연구 상자의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상자가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6개 시로서, 보육시설의 유형은 민간 보육시설이 42.7% (155개)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 보육시설이 37.9% (137

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10.2% (37개), 직장 보육시설이 7.2%

(26개), 법인 보육시설이1.9% (7개)의 순이었다. 

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8.9% (357명)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연령은 21-65세의 범위로 평균 35.8 (±8.07)세로 나타

났다.종교는있는경우가75.6%이었는데, 기독교가56.9% (205

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천주교가 10.2% (37명), 불교가

6.9% (25명), 기타가 1.4% (5명)로 나타났다. 상자의 보육교

사 경력은 1개월-32년의 범위로 평균 6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 졸업이 36.8% (13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졸이 31.3% (113명), 고졸이 21.9% (79명), 학원 졸 3.3%

(12명), 기타가 6.4% (23명)로 나타났다. 상자의 전공은 유아

교육학이32.2%로나타났으며복지학이12.5%, 보육학이9.6%,

아동학이8.6%이었고기타도36.8%로나타났다. 상자가담당

하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만 2세가 24.1%, 3세가 18.6%, 0세가

18.0%, 1세가 16.1%, 5세가 12.2%, 4세가 1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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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성교육요구도

상자의성교육 요구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상자의성교육요구도는평균평점5점만점에4.18 (±0.43)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역별로 나누었을 때, <생활 역>이 4.32 (±0.56)점으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은<사회 역>이4.28 (±0.46)점이었

고 <신체 역>이 3.94 (±0.5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역을 하위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신체 역>

에 속하는 3개 하위 역에서는「자신의 성 인지」가 4.33 (±

0.64)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생명탄생」이

4.01 (±0.55)점, 「신체차이」가 3.82 (±0.69)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사회 역>에 속하는 6개 하위 역에서는「유괴 및 성폭

력 방지」가 4.68 (±0.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성 모방행동 및 놀이」가 4.47 (±0.52)점, 「이성 친구

사귀기」가 4.33 (±0.70)점, 「심한 성적 장난 및 문제행동」이

4.18 (±0.58)점, 「우정 만들기」가 4.16 (±0.81)점, 「결혼교육」

이 3.71 (±0.7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역>에 속하는 2

개 하위 역에서는「화장실 사용예절」이 4.33 (±0.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생활습관 형성」이 4.31

(±0.58)점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 각 역별로는 <신체 역>에서‘자신이 남자인지, 여자

인지 알기’에 한 교육 요구도가 4.50 (±0.71)점으로 가장 높

게나타났으며그다음은‘임신해서배가부른어머니나여성’에

한 교육 요구도가 4.31 (±0.71)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여

자는 왜 앉아서 오줌을 누고 남자는 왜 서서 오줌을 누는가’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한 교육 요구도가 각각 4.29

(±0.7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역>에서는‘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할 때

부모님에게알리기’가4.76 (±0.54)점으로가장높았으며그다

음으로는‘유치원이나 학원을 오갈 때 부모님에게 알리기’가

4.60 (±0.69)점, ‘아동이 욕설 및 성과 관련된 비속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한 교육 요구도가 4.58 (±0.57)점의 순으로 나

타났다.

<생활 역>에서는‘용변을 보고 난 후 손을 씻기’가 4.66 (±

0.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용변을 보고 난

후 옷을 똑바로 올리기’가 4.47 (±0.71)점이었고‘속옷을 자주

갈아입기’와‘목욕을 자주 하고 깨끗이 하기’가 4.46 (±0.71)

점의 순이었다. 

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성교육요구도의차이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다음

과 같다(Table 3).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는 상자의 전

공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586, p=.010), 

상자가 종사하는 시설유형(F=1.073, p=.370), 성별(t=-0.873,

p=.383), 연령(F=1.158, p=.315), 종교 유무(t=-0.302, p=.763),

경력(F=0.512, p=.674), 학력(F=0.187, p=.945), 상자가 돌

보는 아동 연령(F=2.346, p=.097)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를 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신체 역의 성교

육 요구도는 상자의 전공(t=-2.871, p=.004)에 따라서, 사회

역의 성교육 요구도는 상자가 돌보는 아동 연령(F=3.497,

p=.031)에 따라서, 생활 역의 성교육 요구도는 상자의 전공

(t=-1.975, p=.049)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상

자의 성교육 요구도는 상자의 전공이 아동 관련인 경우보다

그렇지않은경우에더높아유의한차이가있었는데(t=-2.586,

p=.010), 이를 역별로 나누었을 때, 신체 역의 성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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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age

Type of National, public 37 10.2
child day care Juridical 7 1.9
center Working place 26 7.2

Private 154 42.7
Homeplace 137 40.0

Gender Male 4 1.1
Female 357 98.9

Age <30 yr 101 28.0
30-39 yr 139 38.5
≥40 yr 121 33.5

Religion Christian 205 56.8
Buddhism 25 6.9
Roman Catholicism 37 10.2
Etc 5 1.4
None 89 24.7

Career <3 61 16.9
3-<5 97 26.9
5-<10 129 35.7
≥10 74 20.5

Educational High school 79 21.9
level College 134 37.1

University 113 31.3
Graduate 12 3.3
Etc 23 6.4

Major Child education 116 32.1
Child-rearing 35 9.6
Childhood learning 31 8.6
Welfare learning 45 12.5
Etc 134 37.1

Child age 0 yr 65 18.0
1 yr 58 16.1
2 yr 87 24.1
3 yr 67 18.6
4 yr 40 11.1
5 yr 44 12.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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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No Content M SD

Physical 6 Why male’s breast is smaller than female’s 3.63 0.92
3.94 (0.55) 7 Why female urinate sittin down wheas male urinate standing position 4.29 0.75

8 Why women wear brassiere 3.80 0.97
9 The reason why dad (or male adult)’s leg haired 3.56 0.97
10 The reason why mother has no beard 3.52 0.93
11 The reason why female has no penis 4.10 0.83
12 The reason dad’s penis is bigger than their children 3.83 0.87
13 The reason why adult haired on their genitalia 3.77 0.92
17 The reason why penis bigger or smaller sometimes 3.84 0.92

Physical difference 3.82 0.69
1 How the baby bring about 4.29 0.71
2 Mother or female who pregnant 4.31 0.71
3 After seeing dog’s copulation 3.25 1.00
4 Where the baby come out 4.08 0.80
5 Why go to hospital when giving birth to 4.12 0.79

Life birth 4.01 0.55
32 The urinating method which girl sitting down and boy standing on 4.16 0.80
46 Knowing oneself girl or boy 4.50 0.71

Recognition of one’s sex 4.33 0.64 
Social 24 When a child use evil-speaking or low language related to sex 4.58 0.57
4.28 (0.46) 25 When a child keep fingering his own sexual organ 4.54 0.63

26 When a child play not wearing his clothes 4.28 0.71
27 When a child turn his penis inside out 4.42 0.72
28 When a child play sexual intercourse 4.56 0.69
29 When a child play with bedclothes or bed 4.48 0.71
30 When a child hospital play, request take off clothes to another friend 4.56 0.66
31 When a child avoid neighbor friends or adults 4.35 0.73

Sexual imitation behavior or play 4.47 0.52
18 When a child paly while urinating 4.15 0.72
19 When a child curious about TV scene 4.14 0.74
20 When a child touch a umbricus frequently 3.92 0.84
21 When a child peep into through rest room 4.22 0.71
22 When a child play lift girl’s skirt 4.20 0.80
23 When a child put on hands into his trousers 4.42 0.65 

Serious sexual mischief or problematic behavior 4.18 0.58
50 The method expressing emotions as a the other sex 4.29 0.81
51 Loving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4.26 0.85
52 Respectable attitude between female and male each other 4.46 0.73
53 Treating method as a opposite sex friend 4.30 0.79

Making the other sex friend 4.33 0.70
14 Pressing a mother to give birth a baby during contraception 3.52 0.94
15 Get marriage with mother (or father) in the future 3.58 0.93
16 Asking a question about marriage 4.02 0.82

Marriage education 3.71 0.74
47 Meeting & making friends with opposite sex 4.17 0.84
48 Meeting & making friends with same sex 4.14 0.86

Making friendship 4.16 0.81
44 Telling parent when going or coming the day care center or educational institution 4.60 0.69
45 Inform parent when unknown person tempt 4.76 0.54

Prevention of kidnapping or sexual assault 4.68 0.55
Living 38 Hand-washing after going to stool 4.66 0.63
4.32 (0.56) 39 Lifting clothes after going to stool 4.47 0.71

40 Changing inner wear frequently 4.46 0.75
41 Cleaning after going to stool 4.30 0.76
42 Cleaning the bedding 4.05 0.83

Table 2. The Degree of Subjects’ Sex education Requirement    Table 2. The Degree of Subjects’ Sex education Requirement    (N=361)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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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child day care center National, public 37 3.95 (0.52) 4.42 (0.35) 4.41 (0.46) 4.28 (0.34)
Juridical 7 3.96 (0.59) 4.14 (0.40) 4.38 (0.56) 4.14 (0.44)
Working place 26 3.81 (0.44) 4.21 (0.48) 4.04 (0.58) 4.05 (0.42)
Private 154 3.93 (0.56) 4.27 (0.45) 4.32 (0.57) 4.18 (0.44)
Homeplace 137 3.98 (0.55) 4.26 (0.48) 4.34 (0.55) 4.19 (0.45)

F=0.558 F=1.234 F=1.882 F=1.073
p=.693 p=.296 p=.113 p=.370

Gender Male 4 3.89 (0.36) 3.92 (0.54) 4.29 (0.55) 3.40 (0.46)
Female 357 3.94 (0.55) 4.28 (0.45) 4.32 (0.56) 4.19 (0.43)

t=0.179 t=-1.557 t=-0.097 t=-0.873
p=.858 p=.120 p=.923 p=.383

Age <30 yr 101 3.87 (0.47) 4.25 (0.46) 4.22 (0.56) 4.13 (0.39)
30-39 yr 139 3.95 (0.55) 4.32 (0.43) 4.33 (0.56) 4.21 (0.43)
≥40 yr 121 3.98 (0.60) 4.24 (0.48) 4.38 (0.55) 4.19 (0.46)

F=1.231 F=1.268 F=2.356 F=1.158
p=.293 p=.283 p=.096 p=.315

Religion Have 272 3.93 (0.56) 4.27 (0.46) 4.32 (0.56) 4.18 (0.43)
None 89 3.97 (0.51) 4.29 (0.46) 4.30 (0.55) 4.20 (0.43)

t=-0.663 t=-0.261 t=0.283 t=-0.302
p=.508 p=.794 p=.777 p=.763

Career (yr) <3 61 3.82 (0.55) 4.26 (0.47) 4.24 (0.60) 4.13 (.043)
3-<5 97 4.01 (0.53) 4.25 (0.46) 4.32 (0.53) 4.19 (0.42)
5-<10 129 3.93 (0.54) 4.30 (0.43) 4.33 (0.55) 4.19 (0.43)
≥10 74 3.99 (0.59) 4.29 (0.45) 4.37 (0.58) 4.22 (0.45)

F=1.543 F=0.209 F=0.560 F=0.512
p=.203 p=.890 p=.642 p=.67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79 3.94 (0.67) 4.26 (0.51) 4.38 (0.55) 4.19 (0.50)
College 134 3.95 (0.53) 4.28 (0.46) 4.30 (0.59) 4.19 (0.43)
University 113 3.92 (0.50) 4.27 (0.41) 4.28 (0.54) 4.17 (0.39)
Graduate 12 4.06 (0.53) 4.17 (0.49) 4.29 (0.45) 4.16 (0.45)
Etc 23 3.90 (0.50) 4.37 (0.46) 4.46 (0.54) 4.25 (0.40)

F=0.229 F=0.468 F=0.786 F=0.187
p=.922 p=.759 p=.535 p=.945

Major Child related 172 3.87 (0.52) 4.24 (0.46) 4.24 (0.58) 4.13 (0.42)
Etc 87 4.07 (0.49) 4.34 (0.38) 4.38 (0.51) 4.27 (0.37)

t=-2.871 t=-1.780 t=-1.975 t=-2.586
p=.004 p=.070 p=.049 p=.010

Child age <2 yr 123 3.92 (0.58) 4.25 (0.49)a 4.31 (0.58) 4.16 (0.46)
2-3 yr 154 3.91 (0.50) 4.24 (0.42)a 4.30 (0.54) 4.15 (0.40)
≥4 yr 84 4.02 (0.59) 4.39 (0.44)b 4.38 (0.55) 4.28 (0.43)

F=.977 F=3.497 F=0.577 F=2.346
p=.378 p=.031 p=.562 p=.097

Table 3. The Difference of Sex education Requirement degree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361)

Physical Social Living Total

M (SD) M (SD) M (SD) M (SD)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43 Going to stool on regular time 3.79 0.93
49 Taking a bath frequently and making clean 4.46 0.71

Formation of life habit 4.31 0.58
33 Open and closing method of rest room 4.14 0.85
34 Keeping one’s order to go to rest room 4.38 0.79
35 Using method of rest room after urination or evacuation 4.45 0.73
36 Not making dirty the clothes when evacuate the bowels 4.32 0.73
37 Not making dirty around the rest room when evacuate the bowels 4.33 0.73

Using manner of rest room 4.33 0.63

Total 4.18 0.43

Area No Content M SD

Table 2.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The Degree of Subjects’ Sex education Requirement    (N=361)



도는 상자의 전공이 아동 관련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더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871, p=.004) 사회 역

의 성교육 요구도는 상자가 돌보는 아동 연령이 4세 이상인

경우가가장높아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F=3.497, p=.031) 생

활 역의성교육요구도는 상자의전공이아동관련인경우보

다그렇지않은경우가더높아유의한차이가있었다(t=-1.975,

p=.049).

논 의

본연구에서는 상자의성교육요구도를신체 역, 사회 역,

생활 역의 3 역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자의 성교육 요구

도는 생활 역에서 가장 높고, 사회 역, 신체 역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 각 하위 역에 관한 보육교사의 성교육 요구도 평균

은3.25점에서4.76점까지분포하여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생명 탄생’, ‘자신의 성 인지’, ‘성 모방행동및 놀이’, ‘심한

성적장난및문제행동’, ‘이성친구사귀기’, ‘우정만들기’, ‘유

괴 및 성폭력 방지’, ‘생활습관 형성’, ‘화장실 사용예절’ 역

은 모두 5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요구도를 보여주어 이 하위

역에관한보육교사들의요구가매우높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체차이’, ‘결혼교육’에 한요구도는각각3.82점과3.71점

으로 나타나 다른 하위 역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편임을 나

타내었다. 이는 Jeong과 Shon (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요구

도가 가장 높은 하위 역이‘유괴 및 성폭력 방지’로 나타났고

이에비해신체 역에속하는‘신체차이’에서요구도가다른하

위 역에비해낮게나타난연구결과와유사한결과이다. Yoon

(2002)은 어린 아동에 있어서는 자신의 성에 하여 바르게 인

식함으로써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과

상 방의성에 한사실과역할을배움으로써자신을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한다고 하 다. 또한 유괴 및 성폭력 방지에

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근래에 이르러 어린 아동을 상

으로 한 성폭력이 증가되면서 이에 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

각(Yoo, 2006)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Park 등(2002)

은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동을 상으로 한 성폭력은 전체 성폭

력의 30%에 해당된다고 제시하면서 이에 해 어린 아동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항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지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모든 역과 하위 역, 문항

들의 평균 점수가 중간(3점)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분류

한 모든 역이 아동 초기 성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나타내준다. 문헌을통해나타난아동초기성교육내용은성에

한호기심해소를위한지식전달, 청결을비롯한생활습관, 인

간관계 역으로분류하고있어인간의신체에 한생물학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서적∙사회적 요인을 성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SIECUS, 1991), 이

에 해 Jeong과 Ok (1992)은 성에 한 연구나 성교육 문제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강조하 다. 또한Yang 등(2002)은초등학교성교육평

가도구 개발을 통해 초등학생 성교육 내용에‘신체 및 심리발

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가 포함된다고 제시

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포함된 내용과 비슷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도 파악을 통해 아동 초기 상자들의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는 유아의 성 발달 상태와 유아가 처한 사

회적환경에적합한것이어야할것이다. 즉, 성교육의범위가어

디서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사회 문화적 배경

에따라요구도가달라질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으로생

각된다. 또한 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며(Yang & Kim, 2004) 아동 초기 성교육 프로

그램의 운 기관을유치원이나어린이집과같이아동을직접교

육하는기관으로 제시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Shon,

1994) 보육교사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

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

설에서 교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매체 및 교사교육 프

로그램을개발, 보급하는일이 최우선 과제라고할 수 있겠다.

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성교육요구도의차이를분석해

본 결과, 상자의 전공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상자의전공이아동관련학과인경우보다아닌경우에성교육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상자의 전공이 아동

관련학과일경우, 아동들의성행동과발달에 한일반적인이

해가넓고, 이로인해서요구도또한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했

었으나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자의 전

공뿐 아니라, 가치관에 따른 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많은 매체를 통해 아동 성교육

의중요성이논의되었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도생각할수있

으며 아동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실제적으로 아동 성교육에

해 갖는 지식수준이 낮아 이에 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라고해석할수도있다. 그러므로이에 해서는추후연구를통

해 재검증이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아어머니를 상으로한Jeong과Shon (1995)의연구결과

에서는아동의연령이많을수록어머니의성교육요구도가높게

나타났는데, 본연구에서는아동의연령이4세이상인경우가성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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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정도가 되면 성에 한 관심이 많아지고 성에 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손으로 성기를 만진다

든가옷을들추고성기를보는등자신의성탐색행동도비교적

많이 보여 남아는 성과 관련된 질문과 더불어 성기를 만지는 행

동을 많이 보이며, 여아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보다는 성

과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성교육 경험정도를 파악하지 않았는

데, Shon (1994)의연구에서는어머니의성교육경험정도가높

을수록성교육요구도가높고(p<.001), 어머니의성교육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성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p<.001), 이

에 해 어머니의 성교육 경험이 성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자녀들을 위한 성

교육 요구도 높다고 제시하 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변수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별 성교육 요구도는 신체 역과 생활 역에서는 상자

의 전공에 따라, 사회 역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상자의 전공이 아동 관련이 아닌 경우가 아동

관련 전공인 경우보다 신체 역과 생활 역의 성교육 요구도

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 역의 요구도에 있어

서는 아동 연령이 4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보육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에서본연구는보육시설을 상으로하여초기아동을 상으로

한 성교육에 한 정보 제공이나 지침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보육교사를위한성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고적용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초기아동의성교육필요성을실증적으로증명하고

성교육 내용선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 적합한 성교

육프로그램개발을위한시도로서보육교사들의성교육요구도

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성교육 요구도 파악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의성교육프로그램이개발, 확 되어실시될수있다고본다. 또

한 일회성이 아닌 발달단계에 따라 계속 연결되고 성교육의 방

법, 내용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SIECUS (1991)는 성교육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

도내용이 선정되어야 하고 성교육 지도협의회를 두어서 성교육

의 지도계획과 실시상의 문제점을 상호 협의하고 보완, 지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만이 아

닌 모든 기관과 매체에서 성교육에 한 관심과 계몽이 있어야

하며아동교육기관과가정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성교육을실

시함으로써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 건강이 증진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성교

육에 해 관심이 높으므로 이에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아

동 교육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지

도하기 위한 자질 있는 지도자와 풍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뒤

따라야 하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보육시설에서 초기 아동의 수준

에 적합하며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초기 아동의 성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고 교

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작하며 이에 한 국가와 기관 차원에서

의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셋째, 초기 아동을 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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