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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구 성 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향락산업의 번성이나 대중매체에,

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 등과 함께 성과 관련된 사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와 여.

성의 사회 참여로 가정의 형태가 변화하여 성 태도와 성 역

할에서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성 관계 연령이 낮아지면서 성,

병과 미혼모의 증가 인공유산과 성폭력의 증가가 심화되는,

등의 성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예방적 치료적 차원의 다각적,

성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양순옥( , 2000).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므로

인간의 삶은 성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은 삶의 과정.

으로 발달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으므로 성교육은

생애 교육으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대부.

분의 부모는 자녀의 신체 발달이나 성적 성숙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성교육이나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 또한 소홀하다 특히.

청소년의 성적 사회화 과정은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과 태도를 가진 부모와의 갈등과 학교에서는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체계적인 성교육이 부재하고 성 지식은 주로

저속한 잡지 친구 선 후배를 통해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

의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획득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등 신체 변화에 대한 지식과 심리적 준비 과정(Smith , 2000)

이 부족한 경우 잘못된 성 지식을 갖게 되어 바른 성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김진선( , 1995).

생애 교육으로서 성교육은 단순히 생식기관의 구조나 기능

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남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

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성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

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교육부 이러한 성교육의 목( , 2001).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

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확한 성 지식은 몸과 마음의 변화.

에 대해 긍정적인 적응을 통해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하게

한다서울시 교육청 특히 중학생은 세 사이의 연( , 1997). 13-15

령층으로 차 성징의 출현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 2

와 함께 심리적으로 심한 갈등을 낳는 시기이나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인간 이해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는 점에서 부모나 학교의 이해와 관심 및

지도가 특별히 요구된다.

학교는 가장 의도적이고 계획된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다

수의 청소년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도 학교, ,

에서 성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양순옥 외( , 2000;

최관수 배윤성 김미정 이근정 그러, 1997; 1997; 1997; 1996).

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시

위주의 학사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9 4 , 2003 10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9 No.4, 420-431, October, 2003

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 금 희1)김 신 정1)양 순 옥1)

주요어 : 성교육 프로그램 여중생 성 지식 성 태도, , ,
이 연구는 한림과학원 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2000-8-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양순옥1) ( E-mail: soyang@hallym.ac.kr)

투고일 년 월 일 심사완료일 년 월 일: 2003 9 16 : 2003 10 10



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9(4), 2003 10 421

교육부에서는 년 성교육 지도지침을 발간하여 유치원2001

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년간 시간씩 성교육을 실10

시하도록 적극적인 권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 시간의.

절대 부족 교사 교육의 비효율성 성교육 내용의 각 교과목, ,

분산 관련 교과간의 협력체계 결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

고 또 실시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지도에 불과하여 체계적,

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중학교 성교육 지도지침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여중생 학1

년에게 적용함으로써 성교육프로그램이 성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성교육은 여중생의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

를 주는가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서 앞으로 성교육 계획

및 실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성 지식과

성 태도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성교육 후 실험군의 성 지식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성교육 후 실험군의 성 태도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중생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를 측정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홍천군 소재 개 여자 중학교의 학년1 1

중 짝수반 학급 명을 실험군으로 홀수반 학급을 대조군1 37 , 1

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 1

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차 성징이 많이 나타나고 성에 대한2

관심이 높아지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2001 4 2001 6

지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학교측과의 협의에 의해 선정.

된 학교에 공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

았다 그런 후 중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와 학생들에게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재차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하였고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 .

사전조사 실험군 개학급과 대조군 개 학급을 대상으로: 1 1∙

성관련 경험특성 성교육 요구에 대한 동등성 검사와 성교,

육 프로그램 실시 전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였다 질.

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평균 분 정도가25

소요되었다.

실험처치 성교육은 사전실시로부터 주에 걸쳐 총 회: 6 12∙

동안 주 회씩 개발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성교육 지2

도를 받은 대상 학교의 보건교사 인에 의해 실험군에게1

실시되었다.

사후 조사 마지막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일 후에: 1∙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

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평균 분 정도15

가 소요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사전조사와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

는 문항과 성 지식의 출처 차성징의 출현 여부 성과 관련, 2 ,

되어 알고 싶은 내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성 지식•

대상자의 성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 성SIECUS(1991)

개념 틀을 이용하여 생식의 해부생리 차 성징 인간의 성적, 2 ,

반응 자위행위 성 행동 성폭력 성병 에이즈 등에 관한 내, , , , ,

용을 포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도구로 총 개의 문항으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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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을 했을 경우는 점 오. 1 ,

답과 모르겠다의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점을 주어 점수를‘ ’ 0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성 전문가 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신4

뢰계수 는 선행연구에서 이었고 본Cronbach's .8126, .8148α

연구에서는 로 나타났다.8089 .

성 태도•

대상자의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 성 개념SIECUS

틀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이성교제 사춘기의,

신체변화 신체상 성적 정체감 결혼 성 역할을 포함한 도구, , , ,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점 척도로 구성된 개의 문항으. 3 20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 문항의 경우 그렇다 점 보통이‘ ’ 2 , ‘

다 점 아니다 점을 주었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에는 역환’1 , ‘ ’ 0

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성 태도 점수는 높을수록 성 태도.

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도구의 타당도는 성 전문가 인에4

의해 검증되었고 신뢰계수 는 선행연구에서Cronbach's α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으로 나타났다.7162, .8459 .7720 .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Win

였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성관련 경험 성교육, , ,

요구 사전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대한 동등성 비교는,

로 유의성 검정을 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Mann-Whitney test

군의 성 지식 성 태도의 사전사후 변화는 로, - Wilcoxon test

하였다.

연구 과정

예비검사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 학교가 아닌 같은 지역인 군의 다른 개 중학교의H 1

학년 개 학급을 선정하여 년 월 예비검사를 통하여1 1 2000 3

연구대상자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찾아내어 수정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년 월 일부터 월2000 4 12 6 18

일 까지 총 주에 걸쳐 매주 화 금요일에 시간씩 시간을6 , 1 12

보건교사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표< 1>.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성교육 회차에 따라서 교육영역

과 주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각 시간을 분으로 하여 학습, 50

단계에 있어서는 도입에 분 전개에 분 정리에 분씩‘ ’ 5 , ‘ ’ 35 , ‘ ’ 10

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학습내용에 따라 교수학습활동을 교.

육자와 학습자 양측에서의 구체적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매체

활용과 함께 지도상의 유의점도 제시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

에 맞는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강의법.

으로는 강의와 함께 토론 발표 퀴즈 인체 모형을 주로 사용, , ,

하였는데 그 외로 성교육에 사용된 자료는 성교육 동화 성, ,

교육 그림책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성교육 자료, VTR ,

성교육에 관련된 사진자료 등이다.

표 중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1>
회차 교육영역 주제 내용 강의법

1 오리엔테이션 인간과 성
프로그램 진행방법 소개 사전 설문조사,

성의 개념
강의 설문조사 자유토론, ,

2 인간발달 사춘기의 남녀몸 의 변화
남녀 몸의 구조 기능 명칭유사점과 차이점, , ,

임신 분만,
모형 임시진단시약 강의, ,

3 인간발달 사춘기의 남녀성 심리 남녀 심리 변화 및 차이 조숙 지연, , 강의 토론 비디오, ,

4 인간관계 만남이성교제( ) 우정 사랑의 유형 남녀 예절, , 조별 토론 역할극,

5 대인기법1 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도움구하기

성과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

성문제 성삼담 도움기관 알기, ,

시나리오 집단발표 토론, ,

6 대인기법2 실습
7 성 행동 성충동 성적 욕구와 해소 강의, VTR

8
성 행동
대인기법

성욕구와 대처방법 성욕을 이성적인 힘으로 조절하려는 태도 집단발표 토론 비디오, ,

9 성 건강 1 피임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 피임의 방법과 종류, 강의 비디오 실물보기, ,

10 성 건강 2 성폭력 성폭력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강의 사례연구 토론, , ,

역할극
11 사회와 문화 1 성 고정관념 깨기 양성평등태도 정립 강의 토론 예시 풀기, ,

12 사회와 문화 2 대중매체와 성 상품화
상업주의와 성 문화
예술성과 포르노그라피의 차이

강의 자료 분석하기,

총 시 간 시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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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회 교육에서는 성교육 전반에 대, 1

한 오리엔테이션과 성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성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하면 연상되는 단어나 느낌을‘ ’

조사하여 토론과 발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인간발달 영역에서는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남녀‘ ’ ,

의 생식기관의 차이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 남녀의 생리현상, ,

과 생리 시 뒷처리와 위생적인 생활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

사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임신과정 분만과정 가족, , ,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실

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인간관계나 대인기법 영역에는 이성에 대한 변화하는 생‘ ’ ‘ ’

각과 이성교제에 대한 의견 올바른 이성교제 방법 성과 관, ,

련된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인간으로서 성에 대,

한 인식과 긍정적인 자아관 확립 성에 대한 의사결정하기, ,

도움 청하기 등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며 스스

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성 행동에서는 성 충동과 이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성작인 힘으로 스

스로 조절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성 건강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과 피임법 역할극, ,

사례 분석을 통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방어법의 실천과

성추행 예방법에 대한 실천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회문화 영역에는 성 차이와 성차별 성별과 직업과의 관’ ,

계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성 고정관념

을 타파하고 양성평등 태도로 변화시키며 예술성과 포르노와

의 차별성 성의 상품화로 인한 왜곡된 성 의식의 비판적 사,

고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부모의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학력 직업 형제 유무, , , , , ,

동거가족 형태 거주 상태 주관적인 경제 수준 에 대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x²-test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 되었다 표< 2>.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비교< 2>
특성 구분 실험군(n=37) 대조군(n=37) x² p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31 32

2.963. .397
이혼 2 2

사별 3 0

기타 1 1

아버지 연령 세31- 35 1

3.860. .425

세36- 40 11 13

세41- 45 19 18

세46- 50 4 2

세 이상51 2

어머니 연령 세31- 35 4 2

2.026 .731

세36- 40 24 22

세41- 45 6 8

세46- 50 2 2

세 이상51 1

아버지 학력 국졸 3 4

.716 .869
중졸 4 6

고졸 24 22

대졸 3 4

어머니 학력 국졸 8 3

3.842. .279
중졸 6 9

고졸 22 23

대졸 1

아버지 직업 농업 4 7

8.402 .135

상업 7 15

회사공무원/ 11 8

교사 2

노동 2

기타 9 7



정 금 희 외

424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9(4), 2003 10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관련 특성과 성교육 요구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성에대한 지식출처 이성에 대한 관심 이성교제 유무 음란, , ,

매체 경험 이성과의 신체접촉경험 신체접촉 유형 성교횟수, , ,

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로 비교x²-test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

인되었다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모님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 성, ,

교육 경험 성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성교육 요구도,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비교 계속< 2> ( )
특성 구분 실험군(n=37) 대조군(n=37) x² p

어머니 직업 농업 3 4

4.958 .549

상업 9 8

회사공무원/ 3 3

교사 1

노동 1 1

무직 13 8

기타 6 3

맞벌이 여부 예 13 19
2.307 .129

아니오 24 17

형제 유 34 36
1.390 .499

무 3 1

동거가족 부모 20 27

3.154 .532

부모와 조부모 5 3

부모중 분1 2 2

조부모 1

친척 1

거주지 자기집 35 34

2.014 .365
친척집
자취 1

기타 1 3

경제상태 상 3 1

3.015 .389중 33 33

하 1 3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비교< 3>
특성 구분 실험군(n=37) 대조군(n=37) x² p

성에 대한 지식 학교 17 25

3.597 .463

출처 부모님 7 2

친구들 3 2

신문 잡지, , TV 10 7

영화 비디오, 3 2

이성에 대한 관심 자주 생각 3 1

1.212 .546가끔 생각 28 32

생각 안 함 4 4

이성교제 하고 있음 2 1
.377 .615

안 하고 있음 34 36

음란매체 경험 없음 27 26

1.219 .544비디오 책( , ) 번1- 2 9 11

여러번 1

이성과의 없음 33 28
1.996 .158

신체접촉 경험 번1- 2 3 7

신체접촉 유형 손잡기 10 12

2.182 .336가벼운 포옹 1

입마춤 1

성교횟수 없음 30 10
.060 1.000

회1- 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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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x²-test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표< 4>

성교육 실시 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지식 및 성
태도의 차이 검정

성교육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로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t-test < 5> .

실험군의 성 지식점수는 평균 점 대조군의 성지식 점.3180 ,

수는 평균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3514

성 태도점수도 실험군이 평균 점 대조(t=-.973, p=.334) 1.337 ,

군이 평균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254

(t=1.402, p=.165).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성 지식 성 태도의 차이< 5> ,
검정

구분
실험군(n=37)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n=37)

평균 표준편차±
t p

성 지식 .3180±.1594 .3514±.1602 -.973 .334

성 태도 1.3378±.2123 1.2541±2411 1.402 .165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 지식 변화
성교육 실시에 따른 대상자의 성 지식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교육 전후 성 지식점수 및 성 태도점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성 지식 점수는 점 에서.3180 (SD=.1494) .518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SD=.1602) (t=-5.861

반면 대조군의 성 지식점수는 점 에P=.0000). .3514 (SD=.1452)

서 점 점으로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3459 (SD=.1408 )

하지는 않았다 표< 6>.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 가설인 성교육 후 실험군의1 “

성 지식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는 지지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 후 성 지식 차이 비교< 6>
대 상

교육 전 교육 후
t p

Mean ± SD Mean ± SD

실험군 .3108±.1494 .5180±.1602 -5.861 .000**

대조군 .3513±.1452 .3458±.1408 .1408 .192

실험군에서 교육 전 후 성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교육 요구에 대한 동질성 비교< 4>
특성 구분 실험군(n=37) 대조군(n=37) x² p

부모님께 성관련 없음 17 16

.469 .791질문 경험 번1-2 18 20

여러번 2 1

선생님께 성관련 없음 34 30

1.237 .308질문이나 상담 번1-2 3 6

경험 여러번
성교육 유 32 31

.107 1.000
무 5 6

성과 관련되어 생식기 해부생리 6 8

.352 .768

알고싶은 내용 임신 출산, 9 13

사춘기 신체변화 9 14

이성교제 14 18

결혼 7 12

성윤리 4 6

성과 관련되어
도움 구하는 방법

9 8

성과 관련된 정보 4 8

자위행위 5 5

사정 발기/ 1 4

성충동 해소법 5 8

피임 5 10

유산 10 8

성병 7 9

에이즈 14 15

성폭력 9 14

남녀의 역할 11 9

음란매체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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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특성을 보면 표 과 같다< 7> .

성교육 후 성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문항은 남자「

의 고환은 개이다 월경은 몸에서 나쁜2 (t=-6.164, p=.000),」 「

피가 나오는 것이다 난자는 난소에서(t=-3.402, p=.002),」 「

매달 개씩 나온다 남자는 성관계를 가1 (t=-2.928, p=.006),」 「

져야 더욱 건강해 진다 여자는 자위행(t=-2.328, p=.026),」 「

위를 하지 않는다 성적 에너지는 운동(t=-3.613, p=.001), ,」 「

취미활동으로 발산될 수 있다 임신을(t=-4.548, p=.000),」 「

하면 월경을 하지 않는다 성병에 한번이(t=-4,954 p=.000),」 「

라도 감염이 되면 재감염되지 않는다 (t=-3.379, p=.002),」

성 관계 전이나 후에 항생제를 먹으면 성병이 예방된다「 」

에이즈는 감염자와 같은 직장이나 집에(t=-2.089, p=.044), 「

서 생활하면 감염될 수 있다 포르노 비(t=-6.508, p=.000),」 「

디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성폭력은(t=-3.402, p=.002),」 「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질 세척은(t=-3.379, p=.002),」 「

임신을 예방한다 로 나타났다(t=-2.700 p=.010) .」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 태도 변화
성교육 실시에 따른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전

후 성 지식점수 및 태도점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과< 8>

같다.

실험군의 성 태도 점수는 평균 에서1.3378(SD=.2123)

점으로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지 않1.3986(SD=.2411)

았으며 대조군의 성 태도점수는 평균 에서1.2541(SD=.2950)

점으로 변화되었으나 실험군과 마찬가지로1.3027(SD=.227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군에서 교육전 후 성 태도에 대한 변화과정에

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 」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t=-2.272) (t=2.553 p=.011),「 」

표 실험군의 문항별 사전 사후 성 지식 차이 비교< 7> ,
항목

사전 사후
t p

M SD M SD

남자의 고환은 개이다2 . .2973 .4634 .8108 .3971 -6.164 .000**

음경이나 유방은 접촉을 많이 할수록 커진다. .1351 .3466 .3243 .4746 -2.021 .051

몽정은 허약한 남자에게 나타난다. .4595 .5052 .7838 .4173 -3.402 .002**

월경은 몸에서 나쁜 피가 나오는 것이다. .4865 .5067 .4865 .5067 .000 1.000

월경때 목욕을 해도 괜찮다. .2432 .4350 .1892 .3971 -.702 .487

난자는 난소에서 매달 개씩 나온다1 . .4054 .4977 .7027 .4634 -2.928 .006**

남자는 성관계를 가져야만 더욱 건강해진다. .4054 .4977 .7027 .4634 -2.328 .026*

처녀막은 성교경험을 통해서만 없어진다. .2432 .4350 .4054 .4977 -1.434 .160

유방의 발육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6757 .4746 .7027 .4634 -.274 .786

차 성징은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난다2 . .6216 .4917 .6216 .4917 .000 1.000

성 정체감은 자신의 성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2162 .4173 .1081 .3148 -1.434 .160

남자들은 모두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 .0810 .2767 .2432 .4350 -1.870 .057

여자는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3243 .4746 .7568 .4350 -3.613 .001**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1622 .3737 .2432 .4350 -1.000 .324

성 충동은 본능적인 것으로 자제할 수 없다. .3243 .4746 .5405 .5052 -1.956 .058

성적 에너지는 운동 취미활동으로 발산될 수 있다, .2703 .4502 .7568 .4350 -4.548 .000**

올바른 성은 남녀평등에서 시작된다. .5405 .5052 .6757 .4746 -1.221 .230

임신을 하면 월경을 하지 않는다. .5946 .4977 1.0000 .0000 -4.954 .000**

정관수술을 하면 더 이상 사정을 할 수 없다. .0810 .2767 .0810 .2767 .000 1.000

인공유산은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다. .5135 .5067 .5676 .5022 -.422 .676

성병에 한번이라도 감염되면 재감염되지 않는다. .2703 .4502 .6486 .4840 -3.379 .002**

성관계때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이 예방될 수 있다. .1081 .3148 .1622 .3737 -.702 .487

성관계 전이나 후에 항생제를 먹으면 성병이 예방된다. .1351 .3466 .3514 .4840 -2.089 .044*

에이즈는 감염자와 같은 직장이나 집에서 생활하면
감염될 수 있다.

.0540 .2292 .5946 .4977 -6.508 .000**

포르노 비디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432 .2703 .6486 .4840 -3.402 .002**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젊은 여자이다. .2703 .4502 .2703 .4502 .000 1.000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4595 .5052 .8378 .3737 -3.379 .002**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0810 .2767 .1892 .3971 -1.276 .210

질 세척은 임신을 방지한다. .0810 .2767 .3243 .4746 -2.700 .010**

애인이라도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7568 .4350 .8108 .3971 -.572 .571

전 체 .3180 .1494 .5180 .1602 -5.86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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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위에서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t=2.508「 」

에서 부분적으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표p=.010) < 9>.

따라서 제 가설인 성교육 후 실험군의 성 태도점수는 대2 “

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 후 성 태도 차이 비교< 8>
대 상

교육전 교육후
t p

Mean ± SD Mean ± SD

실험군 1.3378± .2123 1.3986± .2411 -1.083 .286

대조군 1.2541± .2950 1.3027± .2276 -.871 .389

논 의

청소년은 신체 심리 정서적으로 성숙이 활발하게 시작되, ,

는 시기로 이러한 성적 변화를 사회 심리적인 수준에서 인지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비교적 성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군단

위 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가장 급속한 성장시기에 있는 학1 1

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성교육 지도지침을 근간으로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차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12 .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정을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

선정하여 동질성을 검정한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성교

육을 실시한 후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교육이 성 지식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제 가설 성 교육후 실험군의 성 지식점수는 대1 “

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는 실험군의 성 지식 점수는”

점 에서 점 으로 통계적으로 유.3180 (SD=.1494) .5180 (SD=.1602)

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에 대조군의 성 지(t=-5.861 P=.0000).

식 점수는 점 에서 점 점으로으.3514 (SD=.1452) .3459 (SD=.1408) )

로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제 가설인1

성교육 후 실험군의 성 지식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즉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 ,

대상자들의 성 지식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나타낸 것으로,

성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이길자와 정은자 최혜영 한유정(2001), (1998),

양주연 의 연구와 일치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1997), (1997)

한 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의 연구결과나 이순자와 이정, , (2001)

숙 사은령 박순선 의 연구결과와 고등학생(2000), (1994), (1993)

을 대상으로 한 문인옥 김용자 이성희 방(2000), (1993), (1992)

미라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1990) .

유의수준이 높은 문항별 특성을 보면 보면 해부학적 구조

나 차 성징과 관련된 지식과 임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2

병 에이즈 포르노 등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대상자, , . ,

들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의 신

체적 변화와 임신 이탈된 성 행위인 성병 에이즈 그리고 왜, , ,

곡된 성 문화인 포르노 등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성에 관한

표 실험군의 문항별 사전 사후 성 태도 차이 비교< 9> ,
항목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 .9189 .5466 1.2703 .6078 -2.272 .023*

남녀의 애정표현을 보면 어색하다. 1.1081 .6576 1.1892 .7007 -.499 .618

성행위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할 수 있다. 1.4054 .7623 1.5135 .8374 -.538 .590

남녀의 사회적 역할은 신체적 차이때문이므로 바꿀 수 없다. 1.5405 .6053 1.4595 .8026 -.673 .501

성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된다. 1.2432 .7960 1.2162 .9170 -.028 .978

성에 대해서는 모를수록 좋은 것이다. 1.7568 .4947 1.9189 .2767 -1.732 .083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 .6216 .7583 .7838 .7865 -.880 .379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5946 .6855 1.7297 .5082 -.994 .320

성적으로 강한 남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다운 남자이다. 1.6486 .5383 1.6757 .5299 -.225 .822

여자는 남자보다 순종적이다. 1.1892 .7760 1.3784 .7583 -1.380 .167

순결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 .8649 .8870 1.0541 .9703 -1.010 .312

혼전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의 책임 이 더 크다. 1.5405 .7301 1.4865 .7311 -.357 .721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 .7838 .6723 .3514 .7534 -2.553 .011**

나는 여성남성인 것이 자랑스럽다( ) . 1.3784 .6811 1.5676 .6472 -1.143 .253

내 주위에서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9189 .7951 1.4324 .8007 -2.580 .010**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3784 .7208 1.4324 .6472 -.349 .727

여자의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다. 1.8108 .4618 1.5946 .7249 -1.476 .140

남자의 몽정은 부끄러운 것이다. 1.7838 .4793 1.5946 .7249 -1.294 .196

가슴이 커지고 털이 나는 변화는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자랑스럽다.

1.3784 .6391 1.3514 .7156 -.159 .874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차별대우를 받아도 된다. 1.8919 .3933 1.9730 .1644 -1.134 .257

전 체 1.3378 .2123 1.3986 .2411 -.954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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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고 확장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

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성은 금기사항으로 여겨왔기 때.

문에 그에 관한 지식은 주로 은밀한 가운데 획득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김상근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그( , 1986).

릇된 정보가 많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습득으로 인해 건전

치 못한 성 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정옥. (1988)

의 연구에서는 성 지식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은 높

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구자성 은 성 지식과 성생활 적(1997)

응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성 지식이 높은 사람이 성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성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에 관련된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전후 성 태도점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실험군의 성 태도 점

수는 평균 에서 점으로 변1.3378(SD=.2123) 1.3986(SD=.2411)

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조군의

성 태도점수는 평균 에서1.2541(SD=.2950) 1.3027(SD=.2276)

점으로 변화되었으나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군에서 교육전 후 성 태도에 대한 변.

화과정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t=-2.272), (t=2.553」 「 」

내 주위에서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p=.011), 「 」

에서 부분적으로 성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t=2.508 p=.010) .

따라서 제 가설인 성교육 후 실험군의 성 태도점수는 대2 “

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어 계수연”

과 문인옥 최혜영 박인혜 등 김진순(1999), (1998), (1996), (1995)

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청소년에게 단.

기간의 성교육만으로는 성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어렵다는 것

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으며 성 태도의 변화가 당장 일어나

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실험군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t=-2.272), (t=2.553」 「 」

내 주위에서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p=.011), 「 」

에서 부분적인 성 태도 변화는 성에 대한 자(t=2.508 p=.010)

연스러운 태도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일부 수정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 등으로 성 태도의 변화를 부분적으,

로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 차별적인.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관념에 대한 기존 가치관의 변화와 사,

회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의식의 변화가 일,

어 성에 대한 태도도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령.

이 높을수록 남자 교사일수록 경직된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난 결과박숙자 황은자 를 통해 전통( , 1987; , 1992)

적이고 보수적인 성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들 스스로도 편견없는 성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태도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남녀 양성으로 구

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

는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 의식과 습

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부정적 성 행동

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성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윤선 은 성에. (1987)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군에서 긍정적인 성 태도를 지닌

군 보다 결혼 후 성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조혜진 은 이 시기에 성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면(1987)

일생동안 건전한 성적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불건전한 성적 태도가 형성되면 역시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언이나 정신치료로도 왜곡된

성적 태도는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 태도.

는 성 지식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되기 어려

운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조기에 체계적이고 장기적

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인영 의 연구에 의. (1983)

하면 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성교육을 받으면 자75.9%

라서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근로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영옥 의 연구결과(1982)

에서는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성교육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성

지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성 태도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성교육은 성에 대한. ,

지식 태도에 중점을 둔 인간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에서 세밀,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폭넓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부가하여 학교 성교육은 그 전문성이나 교육 효과면

에서 볼 때 성교육 전담교사의 양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범대학이나 기타 대학의 어느 학.

과에서도 성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하여 년

회 정도 성교육 연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인데 그나마1-2

회 교육시간은 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한1 1- 2 .

두 번 연수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

할 자질이 갖추어진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관련 교과의 교사들이 각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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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 내에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성교육에 대한

통일된 사고와 일관성있는 태도로 관련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성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태도나.

사고방식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성교

육 전담교사 없이 여러 관련교과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분담

시키는 것은 교육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다 성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을 기르고 지적 학.

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제공하며 올바

른 성 의식 건전한 성 태도 분별있는 성 윤리를 형성해 나, ,

아가게 하는데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가 참여

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발달단계에 따라 계속 연결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교육의 내용 방법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은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SIECUS(1991)

서는 각 학년별로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적절한 지도내용이

선정되어야 하고 성교육 지도협의회를 두어 성교육의 지도계

획과 실시 상의 문제점 등을 상호협의하고 보완 지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아울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매체에서 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계몽이 있어야 하며 가정과 학교가 유기

적으로 연결되는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 건강이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의 성교

육의 계획 및 실시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

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 태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들의 성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강원도 군에 소재한 여자중학교 학년 중 통H 1

제군은 홀수반 개 실험군은 짝수반 개를 편의 선정하여1 , 1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총 주에 걸쳐 시간의2000 4 12 6 18 6 12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IECUS

의 성 개념 틀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에 나타난 청소년의 성 지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개의32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실험군에서 성교육 전과 비교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861, p=.000).

따라서 성교육은 성에 관한 지식을 교정시켜 주고 확장시

켜준다고 할 수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청소년의 성 태도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성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개의 문항에20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실험군 과, (t=-1.083 p=.286)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t=-.871, p=.389)

않았으나 실험군에서 부분적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 남성의 성욕(t=-2.272),」 「

은 여성보다 강하다 내 주위에서 성(t=2.553 p=.011),」 「

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에서 태도(t=2.508 p=.010)」

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교육 프로그램

은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변화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존 성교육의 강화는

올바른 지식의 함양은 물론 나아가 바른 성 가치관을 건전하

게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발달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

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학교 교육의 연계성 속에서 함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지도하기 위한 자.

질있는 지도자와 풍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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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at not only suggesting some ideas useful in planning and doing the sexual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s in the near future putting into test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which has been developed

by researcher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education courses but also improve sexual health of the adolecents

through taking right sexual knowledge and sound sexual attitude. Metho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number of experimental group students was 37 and the number of controll

group students was 37. A total of 74 first grade "H"middle school girls at H district in KangWon-Do were

selected for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have been taught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during 6weeks,

12times.

Resul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the sexual knowledge of experimental group show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they had before(t=-5.861, p=.000). So, this finding indicating that the adolescent sexual

education program helps the ado have and expand the correct sexual knowledge accordingly.

In order to look into any change of the sexaul attitudes of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t=-1.083, p=.286). But some items were significant. It is

discovered that the adolescence come to have more affirmative and sound sexual attitude after sexual education

program.

Conclusion: A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it may be concluded as follows: Since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can affirmative influence on the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f the adolescence, it is

recommendable to perform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every stage of growth and development

should be developed, qualified teachers and the educational materials should be reinforced and added enough and

institutional device should be made to execute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systematically.

Key words : Sexual education program, Middle school student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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