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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위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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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Grad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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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children’s sex education program for the parents of lower elementary grade students and to evaluate 

its effects on sexual knowledge, gender role attitude, parent efficacy for child’s sex education, and marital consistency. Methods: A quasi-exper-

imental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29 couples (58 parents, experimental 

group=28, control group=30) from G city. The 5-week (5-session)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A theory of protection: parents as sex edu-

cators’ and used the case-based small group learn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during July and August 2015.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

gram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were a theoretical-based, client-centered, multi-method.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xual knowledge, gender role attitudes, parent efficacy for child’s sex education, and marital con-

sisten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ffect sizes of the program were .64 (knowledge), .65 (gender role attitudes), and .68 (parent effi-

cac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parents as effective sex educator and the role expansion of school 

health nurses. 

Key words: Sex education; Knowledge; Attitude; Self 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 스마트 기기의 보급·확

대에 따라 무분별한 성 관련 컨텐츠 확산이 아동·청소년의 성행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중·고등

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68,043명을 조사한 제11차 청소년 건강

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1], 최근 10년 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학생의 성관계 시작 연령의 평균이 낮아지고(2005년 11.7세, 
2011년 11.2세, 2015년 10.7세), 중1학생의 초등학교 시기 성관계 경

험률은 증가하고(2005년 1.6%, 2013년 3.3%, 2015년 2.6%) 있다. 

또한 음란물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의 유포로 다양한 형태의 초등학

생 대상의 성범죄가 발생하고[2], 초등학생 시기의 성폭력의 가해 아

동 수와 또래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성행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040/jkan.2017.47.2.222&domain=pdf&date_stamp=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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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에 따른 초등학생 고학년의 성경험 가능성

이 점차 증가하고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의 범위가 초등학생 시기에

까지 이르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요

구된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 및 성가치관을 갖는 것은 추후 다양한 성문제 

발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4]. 이에, 초등학생의 성적 발달에 

따른 변화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존중 및 평등의식, 다양한 성문제

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

로 구분한 교육이 효과적이다[3].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러 성적 자극

과 경험에 따라 개인의 성 지식과 인식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5] 

이들을 위한 맞춤식 성교육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미흡, 유해한 환경에의 무방비적 노출 외에

도 가정에서의 자녀 성교육이 아동의 성경험이나 성폭력 피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3]. 부모에 의한 성교육은 올바른 성 지식 습득을 

도울 뿐 아니라, 저학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교육과 역할모

델을 제공할 수 있다[6]. 실제 저학년 자녀의 부모 역시 가정에서 이

루어지는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6]. 하지만 대

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성에 대한 대화를 불편해하거나 부끄럽

게 생각하고[7] 구체적인 성 지식과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자녀 성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8].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

해 성 지식 수준과 성교육 참여의사, 책임감 및 준비 자세가 부족하

고[6] 성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해 올바른 자

녀 성교육을 실시하는 데 제한적이다[9].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

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올바른 성 지식과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

를 가지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키워나가야 한다[10].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은 부모가 성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

으로 직면하게 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아버

지와 어머니의 성과 관련된 일치 수준이 높을 때 보다 효과적인 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11]. 동성부모는 자녀의 성역할모델로서 중

요하고 성관련상황에서 자녀에게 보다 편안함을 제공하므로 아버지

로 하여금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6]. 남아의 

경우, 주로 어머니에 의해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성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

로 외부의 다른 자원들(친구, 미디어,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7]. 앞서 대단위 국가 통계자료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률이 높고 성관계 시작연령은 낮으며, 초등학생 시

기 성관계 경험률(2005년 1.9%, 2013년 4.1%, 2015년 3.2%)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남학생의 성관련 지표가 빠르게 악

화되고 있으므로, 남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버지를 포

함한 성교육 접근이 요구된다. 

성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질 때 가

장 효과적이다[5,12,13]. 많은 부모들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어려움

이 발생할 때 학교의 보건교사나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14]. 따라서 학교나 보건소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부모 대상 성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15]. 보건의료전문가인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통해 올

바른 성 지식과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교육자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9,16]. 
부모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외 연구들은 성교육자로서의 부모 

역할, 성에 대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

사와 10대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7,8,12,14,17]. 국내의 부모 성교육 프로그

램은 대개 가정통신문이나 강연회 형식으로 제공되어 그 효과가 미

비하였고, 유아 및 학령전기,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부모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버지의 참여율이 낮아 실제로는 어머니만의 교육효

과를 측정하는 제한점이 있었다[9,18-20]. 이와 같이 기존의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회성의 일 방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위한 접근이 미흡했던 

바, 성교육 서비스의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과 아버지를 포함한 부

모로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위한 자녀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한 후, 성 지식, 성역할 태도, 부모효능감, 부부 간 일치도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역할 태도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3.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모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 지식, 성역할 태도, 부모효능감의 부부 

간 일치정도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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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위한 자녀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부모의 성 지식, 성역할 태도, 부모효능감, 부부 

간 일치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의 표적모집단은 G광역시 소재 방과 후 교육기관

에 등록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모로 4개 교육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시작 1주일 전 안내문을 통

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실험처치의 확산과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다른 지역구에 위치한 초등학

생 교육기관에서 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초등학교 2, 3학년 

자녀를 둔 자, 과거 부모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

다. 탈락기준은 연구수행 기간 내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전체 회기 중 

단 한번이라도 결석한 경우, 한 회기에 10분 이상 지각 또는 조기 종

료한 경우로 선정하였다. 사전에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단측검정, 유의수준 a=.05, 검정력(1-b)=.80, 학령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한 선행연구[9]에서 

핵심변인(부모효능감)의 효과크기 .78을 근거로 설정한 효과크기 

d=.70을 기준으로 두 그룹 간 평균차이검정(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로 요구되는 최소 표본수는 그룹 당 26명(총 52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 30명(총 

60명, 그룹 당 부부 15쌍)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에 1회기부터 참석하지 

못한 실험군 부부 1쌍이 탈락하여 실험군 28명, 대조군 30명이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지식, 성역할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총 6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도구는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성 지식

초등학생 또는 학부모의 성 지식 측정을 위해 Yang 등[21]과 Jin

과 Park [6]이 개발한 각각 39문항과 40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도구의 신뢰

도는 Yang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값 .88, Jin과 Park [6]

의 연구에서는 .76이었다. 기존 문항에서 직접적인 성행위, 성관계, 
임신초기의 인공임신 중절술, 여성의 오르가즘과 남성의 발기 장애, 
사정, 콘돔사용과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성교육의 내용으로 부

적합한 39개 문항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9개 문항은 삭제하

였다. 수정·보완한 도구는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아동간호학 교수 1

인, 모성 간호학 교수 1인, 성교육 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80 미

만의 한 개 문항은 삭제하였고[9] 최종 도구의 CVI 계수는 .95였다. 

본 도구는 남녀 신체 구조, 역할 및 청결, 임신 및 출산, 피임 및 질

환, 성폭력내용의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진위형 척도(맞다 1점, 틀
리거나 모른다 0점)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다. 2, 6, 
7, 15, 16, 18, 19, 20, 22, 28, 30번 항목은 역 환산 처리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 값은 .72였다.

2) 성역할 태도

본 연구에서는 Ahn 등[22]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녀에 대한 생

각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성인지력 척도 중 성역할 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문화, 이성 

관계, 사회 및 제도정책 영역에서의 남녀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한 

내용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출간한 성교육 지침서를 기초

로 Kim [19]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측정

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 구조, 역할 및 

청결, 임신 및 출산, 양성평등, 성문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자녀에

게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내용의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13점에서 65점까지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값은 .95였고 본 연

구에서는 .93이었다.

4) 부부 간 일치도

부부 간 일치도는 부부 간에 성 지식, 성역할 태도, 부모효능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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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일치하는 정도로서 위 세 가지 변인을 측정한 값의 부부 간 차

이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일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진행절차

1) 자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1) 1단계: 연구자 준비

연구자(제1저자)는 모성간호학 전공 박사 학위자로서 성교육자로

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사) 푸른 아우성’에서 성교육 전문강사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관련 문헌고찰과 함께 학부모지원센터와 성

교육 전문기관의 성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

녀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성 지식, 성태도, 부모효능감에 

의미 있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9]를 수행한 바 있다. 

(2) 2단계: 이론적 기틀 선정

Schuster 등[11]은 부모의 자녀 성교육 시 부모와 자녀 간 역동적 

관계와 효과적인 성교육 요소에 관한 보호이론(Theory of Protec-

tion: Parents as sex educators)을 제시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중

요한 최초의 성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적절한 성교육 기술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자녀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가 자신의 성가치관

을 가지고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에 대한 

통제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성 관련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

호하는 데 있다. 본 자녀성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가장 효과적인 

성교육자로서 부모를 대상으로 성 관련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 자녀

를 보호하는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Figure 1). 

본 이론에서 보호(protection)는 경계, 경계에 대한 통제력, 지식, 
가치관, 상호관계의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경계(boundary)는 성

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사용 언어, 신체노출, 신체접촉, 관계 형성 

등)에 대해 허용 가능한 한계점을 의미한다. 경계에 대한 통제력

(boundary control)은 경계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부모가 가

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정보와 기본원칙을 자녀에게 전달해줄 수 있

는 방법 및 능력이다. 특히 지식, 가치관, 상호관계는 자녀보호의 질

을 결정하는 부모의 주요변인이다. 지식(knowledge)은 생물학적 성

과 같은 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이해 정도를 뜻하고, 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성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규칙과 대처

방법을 다루었다. 

가치관(values)은 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좋고 나쁨에 대한 

견해이다. 특히 성역할은 성 관련 견해의 주요 영역으로 부모는 성역

할에 관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갖춤으로써 자녀보호에 이를 수 있

다. 본 연구는 성에 관한 고정관념과 성 문화를 다룸으로써 부모가 

전통적인 성역할, 혼란스럽거나 불평등한 성에 관한 신념에서 벗어

나 긍정적이고 평등한 성에 관한 가치관 및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관계(mutuality)는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부모 간 성에 대한 

지식, 가치관, 기대치 등의 상호교류와 일치성을 나타낸다. 부모가 

자녀 성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상호관계가 향상될 때, 성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부 간의 일

Offspring sex education
program for child's sex

education program for the
parents of lower

elementary graders

Parent efficacy for
child sex

education

Protection
Gender role
attitudes

Sexual
knowledge

Marital consistency
in knowledge,

gender role attitudes,
parent efficacy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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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 부족은 부모 사이의 의견 차이나 충돌을 발생시킴으로써 자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정보의 습득과 충분한 연습을 통해 성교육자로서 자신감과 

부모효능감을 키워 자녀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돕고 부모 간의 

상호교류와 일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성교육

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부모 간의 일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재 대

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참여시켰고 부모의 자신감과 상호작

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효과측정

의 지표로서 활용하였다. 

Table 1. Sex Education Program

Session Topic Objectives Contents 
Learning 

Methods

1 Beautiful sexuality To have the correct perception 

of sexuality

To explains the need for child 

sex education

Introducing sex education programs with small group learning 

organization (Protection, ①)

Understanding the beautiful sexuality (④)

Need for sex education for children (Protection)

Lecture

Group activity

2 Biological sex To understand the child's 

sexual development stage

To explain pregnancy and 

childbirth to children

<Case 1> Children with a curiosity about the body of men & 

women

<Case 2> Children with curiosity to pregnancy and childbirth

Knowledge about structures, functions, differences between 

man and woman of human body (③)

Teaching method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to children (①)

Facing with children who are interested in or have preferred 

attitude toward the opposite sex friend (②,⑤)

Lecture

Group activity

Role play

Quiz

3 Sexuality culture To determine incorrect sexual 

information in the media.

To recognize that parents can 

be good map if the child 

is exposed to a distorted 

sexual culture.

<Case 3> Child questions about the kiss scene from the 

television

<Case 4> Pornography advertising window will appear when 

looking at a smartphone with children.

Concept & types of distorted sex culture (⑤)

How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exposed to obscene 

materials (①,③)

How to handle the situation when a child is exposed to obscene 

materials (②,⑤)

How to teach children about being exposed to obscene 

materials (②,⑤)

Lecture

Group activity

Role play

Quiz

4 Society free from 

sexual violence

To Describe how your child 

map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To explain how to deal with 

cases of child sexual abuse 

and the harm imposed.

<Case 5> Ask your child about sexual abuse.

<Case 6> Children have been exposed to sexual violence 

damage and offender situation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ders (③)

How to prevent sexual violence (①,③)

How to handle the situation when a sexual offense occurs (②,⑤)

How to teach children about the prevention of being aggressors 

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②,⑤)

Lecture

Group activity

Role play

Quiz

5 Society with gender 

equality 

To explain the necessity of 

gender equality & practical 

methods

To help for parents to form 

the preferred gender role 

attitudes

<Case 7> Sons & daughters who are trying to help with the 

dishes

<Case 8> Son who wants a doll as a gift & Daughter who wants 

a toy car as a gift

Gender role development in preschoolers, Gender role 

stereotypes, Concept of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③,④)

How to practice gender equality at home (①,②,⑤)

How to teach children about gender equality (①,②,⑤)

Lecture

Group activity

Role play

Quiz

Concepts in Theory of Protection: ① Boundary ② Boundary control ③ Knowledge ④ Values ⑤ Mu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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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전략 선정

적절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하여 이론적 기틀, 문헌고찰, 요
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보호이론에서 제시한 부모의 자녀 성교육

을 위한 5가지 구성요소를 고려하고, 교육과학기술부[23]와 성교육

전문기관[24]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자료 및 선행연구[6,19,20,25]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질문지를 통

해 자녀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 대상자 

중 5쌍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부모 성교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

용과 평소 자녀 성교육시 어려웠거나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였

다. 그 결과, 성교육에 포함될 내용으로 임신과 출산, 생식기의 역할

과 보호, 성폭력 대처방법, 성 고정관념과 성차별, 평등한 성역할과 

가치관, 성 예절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 성교육시 설명의 수준

과 방법, 자녀의 성적 변화나 사춘기 특성,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

한 매체를 통해 음란물이나 남녀 신체접촉 장면에 노출되는 문제 등

에 관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5개

의 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Table 1). 

본 중재프로그램의 운영전략은 성 지식, 기준 및 규칙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가 성교육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 성교육 유지능력을 기르고 성 관련 신념과 태도를 개선하며, 
자기성찰과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었

다. 부모가 성 관련 문제로 자녀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사례

를 중심으로 소그룹 학습, 자기반추(self-reflection), 참여자 간 상호

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기반 소그룹 학습방법이 활용되었다. 사

례 활용 방법은 과거에 문제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례를 제시

한 후 이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26]. 

(4) 4단계: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평가 

개발된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은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아동간호학 

교수 1인, 모성 간호학 교수 1인, 성교육 전문가 1인의 전문가집단으

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내용 타당도는 선행연구[9]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6문

항의 4점 척도(매우 적합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적합하다 4점)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목적이 간호학과 관련되는지, 교육

내용이 연구대상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교육내용이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교육내용이 부모의 종속변인 향상에 적절한지, 사
례기반 소그룹 학습방법이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실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데 

적합한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전문가에게 본 교육 프로그

램의 구성과 내용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은 결과 내용타당도 계수

(CVI)는 .97이었다.

2) 사전조사 

실험군의 사전조사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첫날 교육 장소에

서 시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도 표적모집단으로 선정한 두 기관에 

연구자가 동일한 날짜에 방문하여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개발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적용

중재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실험군 14쌍의 부모에게 총 5주(주 1

회)에 걸쳐 총 5회기(회기 당 90분)로 진행하였다. 회기 구성을 위해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9]의 프로그램의 

주제 및 제공 방법(4회기)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점과 보호기능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 평등을 포

함한 사회적 성과 긍정적인 성을 통한 성 관련 가치관을 강화하기 

위해 1회기가 추가되었다. 교육 장소는 방과 후 교육기관의 교실이었

고 교육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토요일 오전으로 하

였다.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매 회기는 들어가기(10분), 전개하기(70분), 마무리(10분)의 3단계

로 진행되었다. 들어가기 단계에서 출석 확인, 지난 주 학습한 자녀

지도방법의 수행 여부, 수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

눈 후 당일 학습주제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개하기 단계에서 

각 회기마다 주제에 맞게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와 유사한 경

험 나누기와 대처 방법에 대해 소그룹별 토의와 팀별 발표를 진행하

였다. 이후 각 사례별 대처방법 등에 대해 파워포인트, 그림, 동영상

을 활용한 보조강의를 진행하고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무리 단

계에서 소그룹 학습과 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대상자들끼리 역

할극 활동으로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하였다. 전체 구성원들과 공유하

기 위해 전반적인 소감 및 과거의 경험과 새로 습득한 내용의 차이

점 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학습내용을 실제 자녀 성교육에 

적용해 보도록 격려하였다. 필요한 경우 회기 내용과 관련된 개별적

인 상담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마다 퀴즈활동이나 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소그룹은 한 그룹 당 7명의 총 4팀으로 구성되었다. Michaelsen 

등[27]은 소그룹 교육은 각 팀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

하고 대안을 찾으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과정으로 적절

한 집단의 크기는 6~8명으로 제시하였다. 팀 구성은 연구자가 미리 

정해 놓은 4개의 그룹 이름을 대상자 수만큼 폐쇄된 상자 안에 넣어

놓고 각 개인이 하나씩 뽑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성된 각 

그룹은 팀장을 정한 후 팀장을 중심으로 팀의 활동 내용에 따라 팀

원들의 역할을 정하고 팀장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팀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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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5주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한 후 사전 조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대

조군에게는 실험처치인 자녀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가 종료된 후 동

일하게 제공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모두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15분이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이 끝난 직후 회

수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2-1041055-AB-N-01-2015-0032) 후 진행

되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료 사용의 제한, 
비밀보장, 연구 참여로 인해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공지하였다.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대

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사인이나 기호로 작성하였고, 수집된 모

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 노트북과 USB에 저장한 후 암호화해서 논문 

게재 후 폐기할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성교육 

책자와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사전에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정규분포성을 확인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요변인들은 모두 정규분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z=.20, p=.117~.139).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측정을 위한 주요변인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였다. 실험처치 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성 지식, 성역할 태

도, 부모효능감의 두 집단 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부부 간 일치정도는 한 쌍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하

여 집단별로 분석단위가 반감됨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정규분포성이 

확보되지 않아 (z=.22~23, p=.038~.048) 독립차이 검정의 비모수

검정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34.01(±3.74)세, 대조군 

35.04(±2.54)세였다(Table 2). 교육수준은 대졸이하 48명(82.8%), 
대학원 이상 10명(17.2%)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35명(60.3%), 
월수입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3명(56.8%)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56명, 96.6%)을 차지하였

다. 

2.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사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일반적 특성과 효과측정 변인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in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Exp. (n=28) Cont. (n=30)

c2/t p
n (%) or M±SD

Age (yr) 34.01±3.74 35.04±2.54 14.60 .333

Education level ≤College 22 (78.6) 26 (86.7) 0.67* .499

≥Graduate school 6 (21.4) 4 (13.3)

Religion Have 17 (60.7) 18 (60.0) 0.01 .956

Have not 11 (39.3) 12 (40.0)

Monthly income (10.000won) ≤500 14 (50.0) 11 (36.7) 3.78 .151

>500 14 (50.0) 19 (63.3)

Working couple Yes 26 (92.9) 30 (100.0) 2.22* .229

No 2 (7.1) 0 (0.0)

Source of sexual information Person 9 (32.1) 10 (33.3) 0.23 .894

Paper 9 (32.1) 8 (26.7)

Media 10 (35.8) 12 (40.0)

Sexual knowledge 21.75±2.76 21.90±3.18 -0.19 .848

Gender role attitudes 54.07±11.31 54.33±8.45 -0.09 .921

Parent efficacy on child sex education 46.21±9.02 45.00±8.81 0.52 .60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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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전·후 성 지식, 성역할 태도, 자녀성교육

에 대한 부모효능감, 부부 간 일치도의 점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4개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

었다(Table 3). 실험 전·후 차이값에 대한 그룹 간 차이검정에서 성 

지식은 실험군 6.68±2.72점, 대조군 -0.10±0.30점, 성역할 태도는 

실험군 8.14±5.69점, 대조군 -0.03±0.32점, 부모효능감은 실험군 

8.75±4.94점, 대조군 -0.10±0.31점으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개선되었다(성 지식 t=13.56, p<.001; 성

역할 태도 t=7.86, p<.001; 부모효능감 t=9.80, p<.001). 본 프로그

램의 효과크기는 성 지식 .64, 성역할 태도 .65,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68로 산출되었다. 

각 효과측정 지표의 부부 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후 

부부 간 점수 차이값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분석 결과, 성 지식 점수 

차이는 실험군 -0.72±0.60점, 대조군 0.08±0.48점, 성역할 태도 점

수 차이는 실험군 -4.59±3.01점, 대조군 -0.19±0.52점, 부모효능감 

점수 차이는 실험군 -1.52±1.78점, 대조군 0.21±0.20점으로 실험군

에서 부부 간의 점수 차이가 감소하여 일치도가 향상되는 변화를 보

였고, 그 변화된 정도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성 지식 z=-1.91, p=.048; 성역할 태도 z=-2.34, p=.023; 

부모효능감 z=-2.01, p=.039).

논    의

1.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은 이론 기반, 대
상자 중심, 다양한 학습법을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성 교육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기능,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한 보호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심리사회중재의 체계성과 과학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관련 문헌고찰과 사전 요구도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교육내용, 방법, 시기 등을 선정하는 데 반영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주요 운

영전략은 사례기반 소그룹 학습방법이었다. 실제적인 사례를 활용하

고 소그룹활동을 통해 자기성찰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역할

극을 통해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실험을 통하여 지식의 변화 수준

을 넘어 수행능력과 태도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경험나누기, 개방적인 의견교환,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해결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20]. 실제

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평가 및 소감에서 아버지의 성교육 참여

의 중요성, 아버지의 고정관념이 바뀐 점, 자신의 자녀가 성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 실제상황에서의 

대응능력 향상 등 성 관련 상황에서 수행능력, 태도, 가치의 변화를 

시사하는 반응들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은 개발 전 

예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초등학

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버지를 포함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

한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ost-Pre test)

t/z p
M±SD M±SD M±SD

Sexual knowledge Exp. (n=28) 21.75±2.76 28.43±1.45 6.68±2.72 13.56 <.001

Cont. (n=30) 21.90±3.18 21.80±3.28 -0.10±0.30

Gender role attitudes Exp. (n=28) 54.07±11.31 62.21±6.37 8.14±5.69 7.86 <.001

Cont. (n=30) 54.33±8.45 54.30±8.55 -0.03±0.32

Parent efficacy on child sexuality education Exp. (n=28) 46.21±9.02 54.96±4.52 8.75±4.94 9.80 <.001

Cont. (n=30) 45.00±8.81 44.90±8.74 -0.10±0.31

Changes in marital consistency

   Sexual knowledge Exp. (n=14) 1.43±0.81 0.71±0.20 -0.72±0.60 -1.91 .048

Cont. (n=15) 1.40±0.71 1.48±0.22 0.08±0.48

   Gender role attitude Exp. (n=14) 6.59±4.32 2.00±1.31 -4.59±3.01 -2.34 .023

Cont. (n=15) 4.30±4.49 4.11±3.98 -0.19±0.52

   Parent efficacy on child sexuality education Exp. (n=14) 3.23±2.24 1.79±1.59 -1.52±1.78 -2.01 .039

Cont. (n=15) 4.98±3.32 5.11±3.12 0.21±0.2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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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의 자녀성교육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의 성 지식, 성역할 

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부부 간 일치도를 증진시키는 

데 .60 이상의 효과크기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효과의 

측정 변인 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은 실험군의 성 관련 지식수

준을 향상시켰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한 다수의 선행연구[9,19,21]에서 중재 적용 후 자녀의 성적발달특성 

및 위생, 성폭력을 포함한 이상 성행동, 양성 평등성 등의 성 지식 점

수가 상승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Park [20]의 연구에서는 중재 적용 

후 성 지식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지식은 부모가 성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되고 성교육자로서의 자신감과 관

련된다[11]. 본 연구 참여자들도 성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자녀

의 성적 질문이나 행동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성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걱정을 보고하였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성 지식과 적절한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성역할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선행연구[9,20]에서 소그룹 활동

과 역할극 활용을 통해 억압되고 차단된 성 태도에서 바람직하고 긍

정적인 성 태도로의 변화, 성역할을 포함한 부모의 성 태도가 향상

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부모의 성역할에 관한 올바른 신념과 태

도는 자녀가 확고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11]. 성역할

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식이 많을수록 성폭력 피해 및 가해 발생

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양성 평등의

식과 올바른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28]. 향후 성교육 프

로그램 개발 시, 성 관련 지식 제공과 같은 인지적 측면 외에 사회적 

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위협적 성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며,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주제와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이는 선행연구[9,19,20]에서 부

모교육을 제공한 후 부모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 관련 내용을 자녀

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게 되면서 부모 

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부모효능감은 성교육자로

서 부모의 자신감과 관련되고[11], 부모를 통해 적절한 성교육을 받

은 자녀들은 성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므로[29], 성교육을 통한 부모효능감 향상은 자녀의 건강한 

성행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실제 가정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팀원들 

간에 과거 대처방법 및 바람직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소그

룹 학습과 실제 적용해보는 역할극 연습을 통해 자녀에게 보다 자신 

있고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고하였

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적용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식, 성역할태

도, 부모효능감의 점수 차이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부부 간 일치도가 향상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가 참

여한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이 드물고 부모 간의 점수 차이를 고찰한 

경우가 없어, 기존 연구와 본 변인의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

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서 부모 간의 성 관련 가치나 태도의 일치성은 성 발달과 그 결과에 

크게 기여한다[30]. 부부 간 일치성이 증가할수록 유해한 성 관련 환

경으로부터 자녀의 보호기능이 강화되며[11], 부모의 참여를 포함한 

중재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자녀의 성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성에 관한 가치와 태도 면에서 부모 간의 불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어머니가 자녀 성교육에 관심 및 실시 정도가 높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반면, 아버지는 성 지식이 

부족하고 자녀와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17] 어머니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남녀평등의식이 약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9,32].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아버지는 어머니

에 비해 성 지식 점수가 낮고, 주로 어머니를 통해 정보를 얻어 정보 

습득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성역할 태도 점수가 낮고 성역할 고

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들에 대한 바람직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소그룹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성역할 태

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효과적인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부부 간 일치성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이를 효과검증을 위한 지표로 활용

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대상의 편의표집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어려움,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표준화된 연구도구 미비에 의한 측정

의 문제, 사전·사후 측정자의 맹검을 수행하지 못한 점,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인 자녀의 변화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지 못

한 점 등의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

인 부모 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법 활용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

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부모 대상의 자녀성교육 프로그램이 자녀

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 연구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한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

고, 부모교육의 활용 및 활성화, 학생이나 자녀를 위한 성교육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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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인 대상의 부모 성교육자로서 보건교사를 포함한 지역사회간호

사 및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이론 기반, 대상자 중심, 다양한 학습법을 활용한 부모

를 위한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본 자녀성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연
구 참여자의 성 지식, 성역할 태도,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효능감, 
부부 간의 일치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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