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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 청소년 성 문제로 성교연령의 저하 성병증가 원, ,

하지 않는 임신의 증가 낙태률 증가 그리고 대의 피임실, , 10

천률 저하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소년 성 문제의

심각성은 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IECUS,

1999).

국내에서는 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와 함께1960

성과 관련된 사회 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구의 성.

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

문화의 범람 특히 대중매체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 향락산, ,

업의 번성 등은 성 윤리관의 아노미 현상을 초래하여 청소년

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국내 청소년의 성 경험률 조사에 의하면 는 이미 성교12.7%

를 경험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지만 피임이나 성병 등 성

지식이나 성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도는 학교나 가정의

성교육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양순옥 정금( ,

희 김신정 이규영 백성숙 이런 성교 경험률의 증가, , , , 2002).

는 각종 성 문란이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미혼모,

성병 낙태 성폭력 성 범죄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 .

따라서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성교육은

우선적으로는 정상 성 발달을 돕고 건강한 성을 증진하는 접

근과 더불어 일탈 성 문제의 예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 문,

제의 상담이나 치료 등 다각적 측면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정금희 김신정 양순옥( , , , 1999).

특히 성교육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 교

육으로 남녀가 가진 각자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평등 존,

경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부, ,

한 심성과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가정 학교 사, ,

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정 학교. , ,

지역사회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 할 성교육에는 많은 문제

점과 난관들이 있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정금희 등( ,

1999).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유(2001)

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 , ,

등 단계로 나누어 교사용 성교육 지도지침을 개발하여 전국5

의 교육기관의 배포하여 년간 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10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개발 교재는 차 교육 과정을 반영한 것7

으로 이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동일 교재를 가지고 전국 학교가 동시 다발적으로

성교육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학교 성교육 효과의 평

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 지도 지침에는 시차별

평가 내용은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나 총괄 평가 척도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주위의 환기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교육은 일반 교과목과 달리 과거에는 지정 교과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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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보강 특강의 형태로 단발적으로 이,

루어져 평가작업이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성교육 평가연구경향은 주로 성교육 실시 후 지식,

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성 검증수준에 있으며김신정 양순옥( , ,

정금희 장영미 이시백 발달단계, 2000; , , 1997; SIECUS, 1999)

별로 정형화된 총괄 평가도구는 거의 부재하여 일선교사가

교과과정 적용시 평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개발된 자료의

효과성 활용도 검정에 일반화된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문,

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평가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중학교 교사용 지도

지침서에 준하여 중학생의 성 지식 및 성 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중학교 성교육 평가도구의 정형화와 성교육 담

당교사들의 교육과정 평가접근을 촉진시키므로써 학교 성교육

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올바로 파악하

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 준

하여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문항구성
첫 번째 단계 성교육 평가도구의 내용 구성예비도구: ( )•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첫 단계는 평가도구에

포함되어 측정할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구에 포

함시킬 다양한 문항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중학생 성교육 평.

가도구의 내용 개발 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여 현재

중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성교육시 활용하고 있는 중학생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기초‘ ’

로 제시된 범주 영역과 소영역에서 개발된 학습목표와 내용,

을 중심으로 구체적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정을 위한 예:•

비조사

두 번째 단계는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는 단계

이다 내용 타당도는 각 하위척도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도구 제작

자와 전문가의 주관적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

본 연구에서는 차에 걸쳐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였다3 .

차 조사1∙

차 조사에서는 학교 성교육 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1

직접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와 보건교

사 명에게 예비도구를 배부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였20

다 문항의 내용과 구성이 매우 타당하다 점 타당하다. ‘ ’, 4 , ‘ ’, 3

점 타당하지 않다 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점으로 평가, ‘ ’, 2 , ‘ ’, 1 ’

하여 그 결과를 로 측정하였다 이CVI(Content Validity Index) .

것은 도구 항목의 내용 개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각 문항

에 대해 이상의 를 나타낸 문항을 선택하였다80% CVI .

차 조사2∙

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도구의 내용 타당도2

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전문가 집단의 수는 최소 명의 전문가. 3

로 구성되어야 하고 판단을 위해서는 명이 넘지 않는 것이10

좋다고 한 의 제시에 따라 명으로 구성하였다Lynn(1986) 6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교육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 성

교육 강사와 간호학 심리학 교수 명을 선정하여 본 연구자, 6

가 개별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문항

의 타당성 뿐 만 아니라 중복 누락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기,

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차 조사자료의 분석과. 1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상의 를 나타낸 문항을80% CVI

선정하여 평가도구의 각 문항을 중학생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다.

차 조사3∙

차 조사에서는 어휘의 난이도와 이해도를 판정하는 과정3

으로 문항이 중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므,

로 현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년의 남녀 학생 각1, 2, 3

명씩 전체 명을 선정하여 성교육 평가도구의 문항을 측10 , 60

정하도록 하여 언어 구사와 배열 순서 형식 내용 등의 적절, ,

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전체적인 문구와 흐름을.

검토하기 위해 국문학 교수 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1 .

세 번째 단계 최종 문항 작성:•

차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중학생3

성교육 평가도구로 성지식 문항 성 태도 문항을 선정하34 , 24

였으며 도구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계수를 산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중학생 성교육 평Cronbach's α

가도구인 성 지식 문항 성 태도 문항을 선정하였다31 , 22 .

개발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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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 개발의 네 번째 단계는 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단계이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한 조사대상•

개발된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한 조사대상

은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곳의 학년 남녀 중학생2 1, 2, 3 60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개발된 최종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수

집 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로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2004 3 4

자와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명의 연구보조원이2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에 대한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참여를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그 자리에서 설

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전체적으로 배부된 설문지는 부로 모두 실제 자료분석601 ,

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통계방SPSS Win

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를 산출하였다(Chronbach's alpha) .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는 평가도구를 이루는 문항을 개념틀∙

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작성된 도구가 과연 그

개념 틀에 부합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 을 이용하였다(item analysis) .

연구 결과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문항 구성
성교육 평가도구의 내용 구성•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내용 개발 틀은 일차적으로 교

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중학교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

침서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토대로 제시된 개의 범주‘ ’ 3

및 세부영역과 주제에 따라 개발된 학습목표와 내용을 중심

으로 하였다 표 이러한 영역에 따라 각각의 영역을 측정< 1>.

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내용 개발 틀< 1>
범주 영역 소영역 주제

신체
및
성 심리
발달

신체발달

신체구조와 변화
남녀의 신체 구조와 변화
남녀의 신체구조와 생식기 위생
남녀 호르몬의 역할과 차 성징의 발현2

임신과 출산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
인공 임신중절낙태( )

성 심리 발달
성 심리 발달단계적 특성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
이성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성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성 건강
성병 성병
에이즈 에이즈
이상 성행동 잘못된 성 행동

인간관계
이해

결혼과 가정
결혼 결혼은 왜 할까요?

가정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이성과 사랑
우정과 사랑 우정과 사랑

이성교제
이성교제
이성간의 예절

자기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행동의 자기결정의 중요성과 그 책임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자기 주장 자기 의사 표현하기

성 문화
및
성 윤리

사회적 환경

성폭력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성폭력 우리가 지켜요
성폭력 후에는 이렇게!

성과 대중매체
대중매체 속의 성 정보 바로보기
포르노의 영향

성 상품화 성 상품화 십대 매매춘의 문제:

양성평등 양성평등의 의미
사회에서의 성 역할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 차별
남녀의 협력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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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제와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문항을 진술하였는

데 연구자 중 명 이상이 같은 의미라고 동의한 진술은 하나, 2

로 묶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문항을 진술하여 구성

하였다 이차적으로는 궁극적 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

지영역과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을 고려하여 문항을 재구,

성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 지식 문항 성 태도. 48 , 32

문항의 성교육 평가도구를 작성하였다.

예비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정•

차에 걸친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해 예비도구의 내용3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차 조사의 결과1∙

차 조사에서는 내용 타당도 검정을 위해 교사와 보건교사1

명에게 각 도구의 타당도를 점 척도로 검증하도록 하였다20 4 .

그 결과 점수가 점 이상인 문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3.5

하여 중학생의 성 지식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평가된,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서로 중복되는 의미를 지닌 문항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문항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중학생의 성교육 평가도구는 성 지식 문항 성 태도34 , 24

문항이 되었다.

차 조사의 결과2∙

차 조사에서는 아동 성 교육과 연구 경험이 있는 성교육2

강사 간호학과 심리학과 교수 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타당, , 7

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대.

상으로 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것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통해 범주별 문항의 균형을 고려하여 성 지식

문항 성 태도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중학생 성교육 평31 , 22 .

가도구는 성 지식과 성 태도를 범주별로 나누어 볼 때 각각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성 윤리를 포, ,

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차 조사의 결과3∙

국문과 교수 명이 부분적으로 문맥을 수정한 뒤 남녀 중1

학생 학년 각 명씩 전체 명에게 문항의 난이도와1, 2, 3 10 60

이해도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들은, . ,

모든 문항에 대해 잘 이해하여 도구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최종 평가문항 작성•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게를 거쳐 표 의 성 지식 평가도< 2>

구와 표 의 성 태도 평가도구가 최종적으로 중학생 성교< 3>

육 평가도구로 개발되었다.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는 영역별로 성 지식 은 신체 및‘

심리발달 문항 성 문화 및 성 윤리 문항으로 구성되었’ 20 , ‘ ’ 11

으며 성 태도는 신체 및 심리발달 문항 인간관계 이해‘ ’ 9 , ‘ ’ 8

문항 성 문화 및 성 윤리 문항의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 ’ 5 .

이는 중학생의 경우 차 성징의 발현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2 ,

성 심리 성 건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교육 내용과 학습목,

적이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신체 및 심리발달‘ ’

영역에서 평가문항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성 태도.

평가도구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결혼과 가정 이성관계 등, ,

에 관련된 내용 등으로 성 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성 지식

에서는 그와 관련된 문항이 없었다.

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 성 지식< 2> ( )
번호 문항 내용 맞다 틀리다 모른다

1 소변과 정액은 같은 기관에서 나오므로 섞일 수 도 있다.

2 처녀막질막은 성교에 의해서만 파열된다( ) .

3 남성의 성기는 깨끗이 씻어주면 포결수술을 안해도 된다.

4 차 성징이란 로 표현되는 남녀의 성적 차이이다2 XX, XY .

5 사람은 태어날 때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6 남성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7 난자는 배란된 후 시간동안 임신능력이 있다24 .

8 사춘기의 대표적인 이차성징은 초경과 몽정이다.

9 정자의 생존기간은 일이다3 .

10 여성의 난소는 남성의 고환과 같다.

11 월경의 중단은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12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다.

13 낙태는 피임방법 중의 하나이다.

14 자위행위는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

15 성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일이 있다.

16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한다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17 에이즈는 성교에 의해서만 감염된다.

18 에이즈 환자와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면 전염된다.

19 이상 성행동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20 성 충동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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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선정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 문항의

계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사전 조사에서Cronbach‘s .α

대상자들 대부분이 예비도구의 각 문항이 중학생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사전조.

사에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는 성 지

식 문항 성 태도 문항이 되었다 표 표31 , 22 < 2, 3>.

개발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정,
신뢰도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으로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한 척도 내에서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회의 자, 1

료수집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 , ,

1991).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인 최종 성 지식 문항과 성 태도31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 성 교육 평가도구인22 ,

성 지식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계수 로 나타Cronbach's .84α

났고 각 문항의 계수의 범위는 로 나타Cronbach's .83- .84α

났다 또한 성 태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계수. Cronbach's α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각 문항의.88

계수의 범위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87- .88 .α

본 연구의 경우 전체 문항수는 개이므로 이 경우22 ,

이상인 문항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Correlation with total 0.3

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 성 지식 계속< 2> ( )( )
번호 문항 내용 맞다 틀리다 모른다

21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 성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2 성폭력은 강간만을 의미한다.

23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24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25 성폭력은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 요소가 많다.

26 성은 성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7 성폭력이 후유증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

28 대중매체에 나오는 포르노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 .

29 성을 판 미성년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30 남성답다 또는 여성답다 고 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 .

31 포르노는 인간의 억압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예술물이다.

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 성 태도< 3> ( )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자의 성기는 클수록 좋다.

2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3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자위행위는 마음껏 해도 무방하다.

5 생명 탄생의 과정은 힘들면서도 보람있는 일이다
6 임신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7 내가 여자남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8 우정과 사랑은 나만의 노력으로 키워 가는것이다
9 사춘기가 되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0 결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11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므로 굳이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

12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13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가 없다고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14 이성교제는 사적인 일이므로 은밀히 하는 것이 좋다.

15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성 행동을 해도 괜찮다.

16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17 자기 주장적 의사표현은 바람직한 의사표현이다.

18 부부간에도 동의 없는 성 관계는 성폭력이다.

19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20 완전한 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21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22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성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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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으므로이은옥 등 개 문항 중에서 삭제된 문항( , 1991) 22

은 없었다.

타당도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을 이용하여 내용 타당도로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문항분석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며.

문항이 전체척도가 판별하려는 것과 같은 것을 판별하는지의

여부와 문항이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구의 각 문항을 분리해 평가함으로써 검사의 타당성

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과 총 문항의 성적을 상관계수로 측

정하여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에 대한 문항 중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대한 이 이하인 문항이 없Correlation with total 0.4

어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에 대,

한 내용 타당도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중,

학교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기초로 구체적 문항

을 작성하였다.

둘째 예비도구를 중학교 교사와 보건교사 명에게 의뢰하, 20

여 적절치 못하거나 의미가 중복된 문항을 축소하고 삭제하

였다.

셋째 중학생 성교육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

여 문항을 축소하여 재구성하였다.

넷째 남녀 중학교 학년 학생 각 명씩 전체 명, 1, 2, 3 10 , 60

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위의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예비도구를 곳의 남녀, 2

중학교 학년 학생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1, 2, 3 601

였다 이 결과 내적 일관성에 의한 계수는 성. , Cronbach's α 지

식이 성 태도는 이었다 문항분석을 통해서.84, .88 . Correlation

이 이하인 문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with total 0.4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는 성 지식

문항 성 태도 문항으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31 , 22 .

논 의

중학교 성교육 평가도구 개발의 의의
최근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함께 청소년

매매춘 원조교제 십대 임신 낙태 미혼모와 성병의 증가 등, , , ,

으로 청소년의 성 행동이나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교육인적(

자원부, 2001).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는 효과적인 성교육 활성화를(2001)

위해서 일차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유아 초등학교 저학,

년과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

용 성교육 지도지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교육 지도지침을.

근거로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실시되기 위하여 전국 교사

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년 월과 월 사이에 성교육 지2001 6 8

도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년 학기부터 실제 교2001 2

육현장에 적용하도록 권장하여 성교육 지도지침을 전국 교육

기관에 배포하고 연수받은 교사와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학년별로 연간 시간의 성교육을 의무10

화하도록 하였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

표준화된 성교육 교과과정 개발과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 ,

생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기존에 실시되어온 학교 성교육.

과는 체계나 내용 구성에서 크게 차별화 될 뿐만 아니라 학

교 성교육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성교육 지도지침은 차 교육과7

정을 반영한 것으로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체계화된 성교육 지침과 내.

용을 통해서 전국 규모로 초 중 고등학교가 동일한 맥락에, ,

서 성교육이 시도되는 단계이므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에 대한 과. ,

학적 지식 습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교육 평가를 통해 기존 성교육 교과과정의 개선과

보완 과정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

부의 성교육 지도지침서에는 시차별 평가 내용은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총괄 평가도구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개발된.

성교육 지도지침은 궁극적 성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신체심리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 문화 및 윤리의 세 범주의 영역과, ,

주제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되었고 매 시차별 학습목적이 제,

시되고 있지만 총괄적인 평가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성교육은 일반 교과목과 달리 과거에는 지정 교과목이 아니

라 보강이나 특강 등으로 일회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실시되어

평가작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국내 외 성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단기간의 성

교육 실시 후 성 지식이나 성 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김신정 등 장영미 이시백( 2000, , ,

발달단계별로 평가도구는 초등학교 평1997; SIECUS, 1999),

가도구 개발 및 적용양순옥 등 외에는 부재한 것으로( , 2002)

나타났다 따라서 성교육을 전국 학교에 적용 확대하는데 있. ,

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개발된 지도지침서를 기본 틀로

하여 중 고등학교 성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함은 성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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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후 성교육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

과 함께 개발된 자료의 효과성 활용도 검정에 일반화된 의견,

을 수렴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차후 고등학교 성교육 평가도구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한

이미 개발된 평가도구의 적용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성

교육을 실시한 뒤 어떠한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은 학

교 성교육의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사려된다.

신뢰도 검정결과에 대한 논의
중학교 성교육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정결과 성 지식 평가도구는 계수가, Cronbach's .84α

로 나타났으며 예비조사에서 실시한 계수는( Cronbach's .87)α

성 태도 평가도구의 계수는 로 나타났는데 예Cronbach's .88 (α

비조사에서 실시한 계수는 이 결과는 도구Cronbach's .84),α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계수는 이상은 되어야Cronbach's .70α

한다는 기준 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신뢰도를(Nully, 1978)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

구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 평가된다 이는 선행.

연구양순옥 정금희김신정 이규영 백성숙 에서 초등( , , , , , 2001)

학교 성교육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 와Cronbach‘s .84α

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Cronbach‘s =.89 .α

타당도 검정결과에 대한 논의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그 측정도구이 내용이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하나의 지수가 아니,

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검정되는 것이며 측정,

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도록 적정비율로 분포되어 있는지

를 분석한 것이다.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사용 실제적

으로 중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예비문항은 차로 교사와 보1

건교사에게 차로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 2 Lynn(1986)

제시한 를 이용하여 문항 내용의CVI(Content Validity Index)

타당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

또한 남녀 중학교 학년 학생에게 사전조사로 문항분1, 2, 3

석을 실시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문항을 선정함으로써 표집

된 문항의 적절성과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되므로 본 연구

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교육 평가도

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평가도

구는 중학교 성교육 평가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더 발

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올바로 파악하

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 준

하여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성교육 평가도구의 개발과정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내용 개발 틀은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제시한 중학교 대상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함‘

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를 토대로 제시된 개의 범주 및’ 3

세부영역과 주제에 따라 개발된 학습목표와 내용을 중심

으로 구체적 문항을 작성하여 성 지식 문항 성 태도48 ,

문항의 성교육 평가도구를 작성하였다32 .

차 에 걸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차 조사에서는3 , 1∙

중학교 교사와 보건교사 명에게 예비도구를 배포하여20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하여 성 지식 문항 성 태도40 ,

문항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집단26 2

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성 지식 문항 성34 ,

태도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차 조사에서는 남녀 중24 . 3

학교 학년 명씩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1, 2, 3 10 , 60

시하여 도구가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신뢰도 검증을 하여 계수를 산출Cronbach's α∙

하였고 이를 통해 성 지식 문항 성 태도 문항의 중31 , 22

학생 성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중학생 성교육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성지식,∙

의 계수 성 태도의 계수Cronbach's =.84, Cronbach'sα α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88 .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교육 평가도,

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적으로 중학교에서 성교육시 실제적으로

성교육의 효과를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측면에서 측정하여 이

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으로 성교육이 실시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개발된 도구를 직접 성교육

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통한다면 이 평가도구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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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은 한층 더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교육 평가도구를 전국 중학생에게∙

성교육 실시 전후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였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도구와 교사용

평가도구도 개발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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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velop a tool to evaluate middle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Method: An evaluation tool was

developed in 4 stages: first,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sex education guidebook for teachers

pu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cond, a panel of specialists

reduced the number of preliminary items by 3 validity tests on the contents; third, final items were selected from

the results of pre-test. Finally,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tested by a sample of 601 middle school students of

both genders attending all three grades. Result: The developed evaluation tool contained 31 items on the sexual

knowledge and 22 items on the sexual attitude. The results of reliability tests were as follows: Cronbachs alpha for

sexual knowledge was .84; and for sexual attitude was .88.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ed

evaluation tool for sex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herefore, it can be utilized to effectively evaluate Korean middle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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