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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sex education by school doctor 
of Korean medicin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fourth to sixth-grade. 

 

Methods: Eighty three students who received four sex eduction lectures by 
school doctor of Korean medicine were assigned as experimental group while 132 
students who did not receive any sex education were assigned as control group. 
This study observed the changes in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before, after and three months after the sex education program. 

 

Results: Experimental group showed positive changes on sexual knowledge (male 
p=0.000, female p=0.046) and sexual attitude (male⋅female p=0.000). Three months 
after the conclusion of sex education program, the follow-up evaluation showed 
decline in effect of education, which suggests a need for continuous sex education. 
As students showed high level of satisfaction, we expect school doctor of Korean 
medicine can improve knowledge on health and further increase familiarity in 
Korean medicine by this kind of sex education 

 

Conclusions: Sex education by school doctor of Korean medicin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fourth to sixth grade has effectively changed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Further,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effect of sex education on 
elementary students over long-term period.

 

Key Words: school doctor of Korean medicine, sex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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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의사 혹은 교의 제도는 1976년부

터 도입되어 학생건강진단과 질병 방

에 필요한 지도  조언자로 학교별로 

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의는 학생

의 흡연, 약물남용, 교직원 건강상담, 안

사고 련 응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는 단체 신체검사 등 일부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1)
. 

학교 보건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

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한의사 역시 

교의에 될 수 있지만 그 동안 한의

사가 학교보건에 극 인 역할을 담당

하지 못하 다. 이에 서울시 한의사 회

는 2013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약

을 통하여2) 총 120명의 한의사를 120개

소의 학교의 교의로 하여 학교보건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성교육을 포함한 한의학  보건교육은 

한의사 교의가 진행할 수 있는 역할 분

야로 고려할 수 있다. 한의사는 의료인

으로서 2차 성징과 련한 인체 기 과 

생리  변화 등 의학  지식을 정확히 

달할 수 있고, 인체의 변화  심리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한의

학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재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의 연

령화 추세에 따라3), 왜곡된 정보의 향

을 덜 받는 등학교 5~6학년 때부터 

구체 이며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하다
4)
. 

실제로 주 역시에 소재한 4곳의 등

학교 6학년 상으로 한 연구5)에서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175명을 상

으로 음란물 노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음란물  시기는 등학교 3학년 이

에는 8.6% 인 반면, 4학년은 18.3%, 5학

년은 38.9%, 6학년은 33.1% 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등학교 고학년의 

성교육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에 자는 한의사 교의 성교육 로

그램의 교육  효과를 알아보고자 서울

소재 일개 등학교 4~6학년 학생을 

상으로 로그램을 구성 실시하여 로

그램 후의 성지식  성태도를 평가하

고, 교육을 받지 않은 인근 등학교 

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와 비교분석

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Ⅱ. 방  법

1. 연구의 가설

한의사의 성교육 로그램을 이수한 

등학교 4~6학년 학생은 그 지 않은 학

생에 비해 성지식  성태도에 정 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상  자료 수집방법

서울 소재의 U 등학교 4학년(만 9세), 

5학년(만 10세), 6학년(만 11세) 총 83명

을 시험군으로 구성하 고, 서울 소재의 

B 등학교 4학년 17명, 서울 소재의 K

등학교 5학년 27명, 서울 소재의 M

등학교 6학년 41명, 서울 소재의 D 등

학교 5학년과 6학년 47명을 조군으로 

구성하 다. 

시험군에게 2015년 4월 28일부터 2015

년 7월 21일까지 4개월간 월 1회 1시간

씩 총 4회의 성교육 로그램을 진행하

다. 시험군과 조군에게 성교육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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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진행 인 2015년 4월 사 조사를 

실시하 고, 2015년 7월 21일 성교육 로

그램을 모두 이수한 직후에 동일한 설문

지로 시험군에게 사후조사를 실시하 고 

조군에게는 2015년 10월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교육 효과 지속성을 찰하기 

해 성교육 로그램 종료 후 약 3개월

이 경과한 2015년 10월 20일 시험군에게 

추 조사를 실시하 고, 이와 함께 각 차

시마다 진행된 실습에 한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 다.

2) 연구 도구

 (1) 설문지(별첨 1)

성6)의 등학교 여학생 경 경험시

의 정서와 월경시의 태도, 처방법에 

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여학생용 연구 

도구를 만들었다. 경의 경험에 해 

시기와 사 지식 여부, 경에 한 교

육 주체, 어머니의 반응, 경 시 처 

방법, 경 시 의논 상에 한 질문과 

월경, 월경 주기, 배란일, 배란횟수, 임신

과 월경의 계에 한 질문으로 구성했

으며 생리통의 처의 올바른 방법에 

한 문항을 포함하 다. 남학생 설문지의 

경우 등학생 상으로 출 된 이7)의 

서 을 참고하여 성교육의 유무, 성교육

의 교육자, 인지 정도, 필요성, 정 시기

에 한 질문과 호르몬, 몽정, 자 행

에 한 질문, 요도의 기능, 포경수술에 

한 문항  성에 한 태도  정서 

련 설문을 포함하 다. 그리고 남, 여

학생 공통으로 성교육 로그램의 각 차

시에 세 가지의 구체  학습 목표를 선

정하고, 이에 한 이해정도를 다섯 단

계로 나 어 성태도의 변화를 찰하고

자 하 으며, 실습수업의 만족도도 다섯 

단계로 나 어 조사하 다.

 (2) 성교육 로그램

한의사 교의로서 비하여 진행한 성

교육 로그램은 첫생리에 한 이해와 

시청각 실습, 생리통에 한 이해와 지

압, 요가 실습, 남성의 2차성징과 사춘기 

감정조 에 한 내용과 명상, 성조숙증

의 이해와 한약차 마시기 실습으로 구성

되어있다(Table 1).

Topic Contents Practice

1
All about 

First Menstruation

Reproductive Organs of Women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of Women

Pregnancy and Menstruation

Audio-visual 
education

2
How to Relieve Mild 
Menstrual Cramps?

Menstrual Cycle 
Menstrual Cramps
How to reduce Pain

Acupressure 
 & Yoga

3
Secondary Sex Characters in 
Males &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ce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of Men
Sex Hormones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ce
Meditation

4
What is Precocious Puberty?
 How to Prevent Precocious 

Puberty?

Definition of precocious puberty
Cause and prevention of precocious 

puberty

Herbal 
Medicine

Table 1. Sex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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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증  학년, 성교육 경

험 유무, 교육자, 경 나이를 제외한 

경 련 문항과 성태도 비교는 χ2-test로 

분석하 고, 연령, 키, 몸무게, 경 시작

연령과 성지식 문항과 성태도 정도 

수는 t-test로 분석하 으며, 실습에 

한 만족도는 빈도분석을 이용하 다.

Ⅲ. 결  과

1. 일반  특성

시험군에 비해 조군의 5학년, 6학년

의 비율이 더 높아 평균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키와 몸무게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Table 2).

Men Experimental group (n=46) Control group (n=69) P-value

N % N %

Grade

4th 17 37 11 15.9

0.0285th 15 32.6 25 36.2

6th 14 30.4 33 47.8

Mean SD Mean SD

Age 10.36 0.80 10.78 0.93 0.014

Height 145.80 8.16 148.87 8.58 0.065

Weight 39.30 10.64 42.75 8.87 0.067

N % N %

Experience of 
Sex education

29 74.4 50 80.6 0.456

Women Experimental group (n=37) Control group (n=63) P-value

N % N %

Grade

4th 12 32.4 6 9.5

0.0165th 11 29.7 25 36.7

6th 14 37.8 32 50.8

Mean SD Mean SD

Age 10.43 1.01 10.97 0.77 0.007

Height 147.49 9.04 147.89 7.71 0.819

Weight 37.14 8.07 39.03 7.90 0.271

N % N %

Experience of 
Sex education

18 64.3 49 87.5 0.013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가설 검정

남학생 성지식 련 5문항을 각 20

으로 환산 분석하여 평균 수를 살펴본 

결과, 사 조사에서 시험군(42.22±29.61)이 

조군(32.17±22.29)보다 수가 높았지만 

유의하게 높지 않아비교  동등한 상태라

고 볼 수 있고(p=0.055), 사후조사에서 시

험군(80.91±14.91)이 조군(36.18±22.99)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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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4.73  높게 측정되었다(p=0.000). 

따라서 교육  비교  비슷한 두 군의 

지식도가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내었다

고 볼 수 있다. 시험군의 추 조사 결과

(68.18±23.35)는 사후조사보다 하락하

지만, 조군의 사 ⋅사후조사보다는 높

은 수를 유지하 다(Table 3, Fig. 1).

Experimental group
(n=46)

Control group 
(n=69) p-value

mean SD mean SD 

Before education 42.22 29.61 32.17 22.29 0.055

After education 80.91 14.91 36.18 22.99 0.000

Three months after education 68.18 23.35 

Table 3. Comparison of Sexual Knowledg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Men's Group

Fig. 1. Comparison of sexual knowledg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men's group

여학생 성지식 련 문항  5개의 문

항은 각 12 , OX 8문항은 5 으로 환산 

분석하여 평균 수를 살펴본 결과 사

조사에서 조군(65.90±26.38)이 시험군

(51.46±32.47)에 비해 14.44  유의하게 높

았지만(p=0.017), 사후조사에서 시험군의 

수가 7.88  유의하게 높아졌다(p=0.046). 

따라서 교육 에는 조군에 비하여 지

식도가 낮았던 시험군이 교육 후 오히려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험

군의 추 조사 결과(76.34±24.43)는 사후

조사보다 하락하 고, 조군의 사후조

사와 오차범  안의 비슷한 수를 보

다(Table 4, Fig. 2). 한편, 월경주기와 

배란일에 한 문항에서는 시험군 정답

률의 변화가 크지 않아 교육효과가 미비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소한 용어  

개념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perimental group
(n=37)

Control group
(n=63) p-value

mean SD mean SD 

Before education 51.46 32.47 65.90 26.38 0.017

After education 85.26 21.27 77.38 16.59 0.046

Three months after education 76.34 24.43 

Table 4. Comparison of Sexual Knowledg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Women'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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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sexual knowledg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women's group

남학생 성태도는 각 문항에 해 정

으로 답변한 비율을 합산하여 비교하

다. 사 조사에서 시험군과 조군은 

2~7%정도의 차이를 보 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어서 거의 동일한 상태로 볼 

수 있고(p<0.3), 성문제에 있어 부모님과 

상담하는 것에 한 인식과 월경에 한 

인식은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p=0.033, p=0.026). 하지만 성에 한 

부끄러움, 몸의 변화에 한 반응, 이성

에 한 심의 죄책감, 임신에 한 인

식 등의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임신에 한 인식 

문항은 교육과 무 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 외의 문항은 교육 효과

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교육차시 학습

목표에 따른 성태도의 변화는 각 문항에

서 매우 정 혹은 정으로 표기한 경

우를 1 으로 설정하고, 12개 문항을 총 

12 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  

조군(3.22±3.52)보다 0.75  낮은 수를 

보 던 시험군(2.47±2.94)은 교육 후 조

군이 수 하락(2.54±2.88)을 보인 것과 

반 로, 유의미한 수의 변화가 있었고

(9.19±3.30), 두 군은 6.65 의 차이를 보

다(p=0.000). 그리고 추 조사에서 시

험군의 수(4.95±4.36)는 하락했지만, 

조군의 사 ⋅사후조사보다는 높은 상태

를 유지하 다. 따라서 성태도 련하여 

교육  낮은 수를 보 던 시험군이 

교육 후 조군보다 높은 수를 내었

고,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Table 5, 

Fig. 3).

Experimental group
(n=46)

Control group
(n=69) p-value

mean SD mean SD 

Before education 2.47 2.94 3.22 3.52 0.250

After education 9.19 3.30 2.54 2.88 0.000

Three months after education 4.95 4.36 

Table 5. Comparison of Sexual Attitud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Men'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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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sexual attitud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men's group

여학생의 경우 교육  시험군(1.35±2.00)

은 조군(3.10±3.12)보다 상 으로 낮

은 수를 보 다. 하지만 교육 후 조

군은 수 하락(2.77±3.04)을 보 고, 시

험군은 유의미한 수의 변화가 있었다

(7.83±3.91, p=0.000). 추 조사에서 시험

군의 수(3.85±4.39)는 하락했지만, 조

군의 사 ⋅사후조사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 다. 따라서 성태도 련하여 교

육  낮은 수를 보 던 시험군이 교

육 후 조군보다 높은 수를 내었고, 유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Table 6, Fig. 4). 

한편, 사춘기 감정변화  감정조  변

화 문항에서 수치의 변화가 있었으나 유

의한 차이(p=0.085, p=0.082)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과 상 없이 잘 알

고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Experimental group
(n=37)

Control group
(n=63) p-value

mean SD mean SD 

Before education 1.35 2.00 3.10 3.12 0.001

After education 7.83 3.91 2.77 3.04 0.000

Three months after education 3.85 4.39 

Table 6. Comparison of Sexual Attitud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Women's Group

Fig. 4. Comparison of sexual attitude.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program in 
the two women's group

3. 실습에 한 만족도 조사

추  조사와 함께 각 차시마다 진행한 

실습에 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답

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다큐멘터리 시청

은 58.2%, 생리통 이는 지압은 62.0%, 

생리통 이는 요가는 53.1%, 사춘기 감

정조 을 한 명상은 72.1%, 성조숙증 

방차 마시기는 63.3%로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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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tisfaction level on learning 
experience.

Ⅳ. 고  찰

김 등8)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수행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련된 연

구는 총 56편으로, 1년에 평균 2.2건의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의 양에서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사 

교의 시행에 있어 안 등9)이 개발한 “한

방건강증진 로그램에 한 매뉴얼”과 

같은 표 화된 매뉴얼이 필수 이며, 고 

등10)이 연구한 기공체조 교실의 효용성

에 한 사례와 박 등11)이 연구한 한방

육아교실의 운 과 효과에 한 사례와 

같이 개별 로그램에 한 구체 인 내

용과 효과 등이 체계 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한의사 교의 교육 로그램에 있어 꼭 

필요한 주제  하나로 “2차 성징에 

한 이해(성교육)”를 꼽을 수 있다.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한 요구는 매우 높

은 반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

고되었고
12)
 성교육 담교사의 부재와 성

교육을 한 자료 부족, 성에 한 문

지식 부족을 문제 으로 지 하며, 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13)
. 이

러한 성교육의 문 인력으로 한의사 교

의가 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첫생리, 궁 증 

해결”로, 여성의 생식기에 한 공부와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 임신과 생리의 

과정에 해 교육하 다. 여성의 사춘기

에서의 변화와 형 인 단계는 성장 증, 

유방의 발육(thelarche), 음모의성장(pubarche) 

그리고 월경의 시작(menarche)이다14). 여

학생들은 처음 겪는 월경에 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고, 남학생

들은 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하

다. 등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 이었으며
15)
, 학교에서의 성

교육 방법에서 시청각 교육을 받고 싶다

는 의견이 46.7%를 차지한 결과를 바탕

으로
16)
 BBC에서 제작하고 2000년 7월 

28일부터 KBS에서 8부작으로 방 한 

“인체 탐험'(The Human Body)”의 4편 

“사춘기의 비 ” 일부를 편집하여 학생

들과 같이 시청하 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생리통 이

는 방법”으로 생리주기와 증상, 생리통

을 이는 방법에 해 교육하 다. 월

경통(생리통)은 월경을 하는 여성들의 

5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  장애이

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은 골반에 기질

인 병변 없이 유발되는 반면, 속발성 월

경곤란증은 골반내 근원  병  상태가 

존재한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은 배란주

기가 이루어지는 경 1~2년 이내에 주

로 발생하며
14)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교육하 다. 여 생 50명에게 三陰交, 陰

陵泉, 腎腧穴에 白芥子 피내침 시술을 

한 결과 월경곤란증이 효과 으로 감소

되었다는 연구17)를 참고하여 등학생들

에게 삼음교 와 그 효능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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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하도록 하 다. 그리고 요가운동이 

월경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

동작으로 추천될 수 있다는 연구18)를 바

탕으로 문요가강사를 빙하여 생리통

을 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 다.

세 번째 시간에는 “남자의 변화와 사

춘기 감정 조 ”을 주제로 남자의 2차 

성징에 한 이해, 여성호르몬, 남성호르

몬에 한 이해  사춘기 감정 변화와 

감정 조 에 해서 교육하 다. 남자의 

경우 사춘기에 성장이 증하고, 생식기

가 커지고, 음모와 액모가 나타나고 목

소리가 낮아진다19). 그리고 청소년기는 

격한 신체  변화와 다양한 환경의 

향으로 심리  사회  변화가 두드러지

는 시기로, 심리  부담감은 최근 심각

해진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공격

인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다. 자연의 

소리 명상음악이 남자 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하여20), 이를 근거

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 시간에는 “성조숙증이 뭔가

요?, 방법은?”이라는 주제로 성조숙증

에 한 이해  원인, 방법에 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의 출 이 여아에서 8세, 남아에서 

9세 이 에 나타나는 경우로 남아보다 

여아에서 훨씬 흔하다21). 학습 상의 

연령이 성조숙증 진단의 시기보다 늦지

만 치료시기에 해당하고, 2차 성징 교육

과 한 연 이 있어 로그램에 추가

하 다. 이 등22) 은 최근 의 잡지를 

심으로 성조숙증에 한 연구의 최근 동

향을 살펴보았고, 그  성조숙증 방

에 평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으로 菊花, 

枸杞子 등의 차를 추천하 다
23)
. 그래서 

구기자차를 연하게 달여 마셔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에서 한의사 교의의 성교육 

로그램을 이수하기  조사에서 성지

식과 성태도 면에서 시험군이 조군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를 나타

내었다. 이는 시험군의 평균연령이 조

군보다 낮고, 성교육 경험이 었기 때

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지식 련하

여 평균 수를 비교해보면, 사후조사에

서 남학생의 경우 시험군이 조군에 비

해 44.73  높게 측정되었고(p=0.000), 

여학생의 경우 시험군이 조군에 비해 

7.68  높게 측정되어(p=0.046) 성교육 

로그램이 성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성태도 련 각 학습

목표에 정 으로 답한 비율을 수

화 하여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남녀 모

두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데, 사후조사에

서 시험군 조군의 차이가 남학생의 경

우 6.65 (p=0.000), 여학생의 경우 5.66

(p=0.000)로 성태도에 한 성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교

육 로그램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뒤의 

추 조사에서 성지식 정답률과 정 인 

성태도의 수가 감소하 지만, 조군

의 사 ⋅사후조사에 비해 부분 우

에 있었다. 성교육의 꾸 한 효과를 

해서는 체계 인 계획 하에 지속 인 교

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후 변화가 유의 있게 변하지 

않은 항목에 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 효과가 미비하여 변화가 

없었던 경우는 어려운 개념과 용어를 보

다 쉽게 달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상 없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는 교육 내용



한의사 교의(校醫)가 진행한 서울소재 일개 등학교 학생 상 성교육 로그램의 효과

62

에서 이고 설문지 세부 항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그램 진행  부끄러움을 

이유로 남녀 학생의 별도 수업을 구두 

건의와 설문조사 건의사항으로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김16)의 성교육 황분석

에서 성교육의 개선방향으로 남녀가 함

께 교육을 받아 부끄러웠다는 응답이 가

장 높게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

로 분리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춘기 몸의 

변화에 한 심은 어든 반면 이성교

제와 성폭력 등에 심이 높아져 수 을 

고려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앞으로의 성교육 로그램에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한 각 주제에 한 실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교육 

로그램은 한의사 교의의 장 을 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의

학에 한 친 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기

할 수 있다.

V. 결  론

한의사 교의에게 월 1회 1시간씩 4개

월간 성교육 받은 등학교 4~6학년 시

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군에 비해 

성지식과 성태도에서 정 인 변화를 

보여,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

교육 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추 조사 

결과, 교육효과가 떨어졌고 지속 인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실습

에 한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실습으로 보건교육 로그램을 구성한다

면 한의사 교의로서의 장 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례 연구를 참고하여 볼 때, 민감한 

주제의 경우 남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 인 성교육 로그램이 될 것

이며, 연령과 교육 수 의 차이를 고려

해서 학년별 성교육 로그램을 세분화

하고 다년간 교육을 통한 효과를 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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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한의약 바른 성장교실 설문지(여성)

본 설문은 한의약 바른 성장교실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의견은 보다 발  된 교육과정 운   로그램 개발을 해 활용하도록 하겠

습니다. 응답과 련된 사항은 통계법 제5장 33조에 의거하여 통계 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2015. 4.

성 별 □ 남       □ 여 나 이 만 ______ 세

키 cm 체 kg

학 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1. 성교육을 받은 이 있나요?

 1) 2) 아니오

2. 경 경험에 한 질문입니다. (아직 경을 하지 않았으면, 3번으로 넘어가세요)

1) 경이 몇 살에 있었어요? 만 (         ) 세

2) 경하기 에 경에 해 알고 있었나요? ☐ ☐ 아니오

3) 경에 해 구에게(어디서) 배웠나요?

☐ 어머니   ☐ 아버지  ☐ 선생님 
☐ 언니     ☐ 친구    ☐ 책, 잡지
☐ 텔 비  ☐ 인터넷
☐ 기타(             )

4) 경했을 때 엄마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 매우 기뻐함    ☐ 기뻐함
☐ 보통  ☐ 걱정  ☐ 매우 걱정

5) 경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 혼자 잘 처리
☐ 혼자 쩔쩔매고 숨김
☐ 다른 사람과 의논

6) 경했을 때 구랑 처음 이야기했나요?

☐ 양호선생님   ☐ 담임선생님
☐ 어머니       ☐ 아버지
☐ 형제자매     ☐ 친구
☐ 의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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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지식에 한 질문입니다. 

1) 월경은 뭘까요?

☐ 자궁에서 불필요한 물질과 액이 
배출되는 상

☐ 몹쓸 병
☐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상
☐ 잘 모르겠다.

2) 월경주기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 지난 월경 시작~이번 월경 시작 
☐ 지난 월경 시작~이번 월경 끝까지
☐ 지난 월경 끝~이번 월경 시작  
☐ 지난 월경 끝~이번 월경 끝까지

3) 배란일은 언제 일까요?
☐ 월경 직         ☐ 월경 직후 
☐ 월경과 월경 사이 ☐ 잘 모르겠다.

4) 보통 배란은 한 달에 몇 번할까요? ☐ 1회  ☐ 2회  ☐ 3회  ☐ 잘 모르겠다.

5) 임신 에 월경은 어떻게 될까요?
☐ 계속된다.         ☐ 없어진다.
☐ 불규칙해진다.     ☐ 잘 모르겠다.

4. 다음  올바른 생리통 처방법은?

내  용 그 다 아니다 내  용 그 다 아니다

1) 쉬거나 잔다 5) 아주 게 먹거나 굶는다.

2) 무조건 진통제를 복용한다. 6) 혼자서 무조건 참는다.

3)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 7)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신다.

4) 통증 부 를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

8) 친구와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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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바른 성장교실 설문지(남성)

본 설문은 한의약 바른 성장교실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의견은 보다 발  된 교육과정 운   로그램 개발을 해 활용하도록 하겠

습니다. 응답과 련된 사항은 통계법 제5장 33조에 의거하여 통계 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2015. 4.

성 별 □ 남       □ 여 나 이 만 ______ 세

키⋅체 cm 체 kg

학 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1. 성교육을 받은 이 있나요?

 1) 2) 아니오

2.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1)번은 복응답 가능합니다.

1) 성에 해서 구에게(어디서) 배웠나요? 

☐ 어머니   ☐ 아버지  ☐ 선생님 
☐ 나     ☐ 친구    ☐ 책, 잡지
☐ 텔 비  ☐ 인터넷
☐ 기타(             )

2) 평소 성에 해 얼마나 생각하나요?
☐ 많이 생각함     ☐ 보통
☐ 거의 생각하지 않음

3) 본인에게 성교육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다.  ☐ 보통  ☐ 필요 없다.

4) 성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유치원 아동   ☐ 등학교 학년 
☐ 등학교 고학년
☐ 학교        ☐ 고등학교

3. 다음 각 물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 하세요.

내  용 그 다 아니다 모르
겠다.

1) 남자도 여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나 남성호르몬이 더 많다.

2) 몽정(잠을 자다가 사정하는 경우)은 사춘기 남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런 상이다.

3) 자 행 (성기를 자극하여 쾌감을 얻는 행 )는 병 인 
행동이다.

4) 남성은 정자와 소변이 같은 기 (요도)에서 배출된다.

5) 남자는 구나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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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물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 하세요.

내  용
매우
그 다

약간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1) 성에 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2) 나의 몸이 어릴 때와 달리 어른처럼 변화하는 것이 
싫고 불안하다.

3) 성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도
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4) 이성에 한 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5) 여자들의 월경(생리)은 이상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6) 임신을 하고 아기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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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바른 성장교실 설문지(공통)

5. 다음 각 내용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도를 솔직하게 ⃝ 해주세요.

 1) 월경(생리)에 한 인식

내  용
잘
안다

안다 보통 모른다
모른다

(1) 자궁의 모양과 치에 해서 :

(2) 월경(생리)의 원인과 과정에 해서 :

(3) 월경(생리)의 신체 , 정신  불편함에 해서 :

 2) 생리통에 한 이해와 처 

내  용
잘
안다

안다 보통 모른다
모른다

(1) 생리통이 왜 생기는지에 해서 :

(2)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해서 :

(3)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지압에 해서 :

 3) 남성의 2차성징과 사춘기 

내  용
잘
안다

안다 보통 모른다
모른다

(1) 남성의 2차성징에 해서 :

(2) 사춘기 감정 변화에 해서 : 

(3) 사춘기 감정 변화 조  방법에 해서 : 

 4) 성조숙증의 이해와 방

내  용
잘
안다

안다 보통 모른다
모른다

(1) 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계에 해서 :

(2) 성조숙증에 해서 : 

(3) 성조숙증을 방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 :

6. 바른 성장교실에 해 의견이 있으면 어주세요.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