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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basic data for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comparing stated 
needs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th,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Data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1,372 students and 162 teachers were analyzed. Results: 1) The mean scores for felt need for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was relatively high in both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teacher group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15.28, p <.001). 2)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need for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al level (t=2.89, p =.004),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t=3.11, 
p =.006), and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sexual abuse education (t=7.56, p <.001). 3)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re was no signif-
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need for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an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Conclusion: When planning educational programs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need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Then, the educational program at school would be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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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의 발생률은 매년 증가 

추세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강제 추행 및 강간 범죄 신고 건수는 2011년 1,034건에서 2013년에는 

1,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의 아동 성폭력 발생 비율

은 전체 성폭력 비율 중 5.2%였다[1].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중

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7.5%에서 2010년에는 

85.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2]. 그러나 국내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7.1% 정도로 매우 낮고, 아동의 성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

성을 감안한다면, 성폭력 피해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3].

아동에게 있어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의 연령은 13-14세에

서 10-11세로 낮아졌으며[4], 인터넷의 확산으로 초등학생도 쉽게 성 

관련 음란매체의 접근이 쉬워지게 되면서[5],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후유

증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어 일생 동안 지속됨으로써, 그 폐해가 성

인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4,6,7], 성폭력 피해 아동은 

회음부 손상 등의 신체적 증상 외에도 우울, 불안 등의 외상 후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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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장애와 낮은 자존감 등의 정서조절 장애, 부적절한 성 행동, 자해 

등을 겪게 된다[8,9]. 이후 청소년기 때는 가출, 약물 사용, 낮은 학업 성

취도 등을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울, 섭식장애, 자살, 불임 등

의 장기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7,10]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도 성교육 활성화 

지침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년

별로 연간 15시간 내외의 성폭력 예방을 포함한 필수 성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11].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교육이 학교장의 재량권에 따라 실

시됨으로써 관련 교과 시간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해당 표시 과목도 없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행되기 어려운 실정이

다[12].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자료 부족과 연령을 고려

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도 

한계가 있다[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적절한 시기로는, 학령

후기인 4, 5, 6학년이라고 제시되고 있다[4,6]. 이 시기는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형성되

므로 교육의 효과가 뛰어나며, 성폭력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 또한 다루

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4,6]. 또한 아동에게 성폭력 예방교

육을 실시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성폭력 예방 관련 개

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고학년은 성과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증가

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후 성폭력 관련 지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잘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요구도를 고

려하는 것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적

인 결과를 이끄는데 중요한 동기적 요인이 된다[13]. 초등학생의 성폭

력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서

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

로[11],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도를 파악, 비

교함으로써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 대상의 성폭력 관련 연구로는 성폭력 피해 유형[14],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6,15,16], 아동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대

한 분석[17-19] 등이 수행되어 왔으나, 초등학생과 교사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추후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4, 5, 6학년 초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제시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의 요구도

를 비교,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된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초등학생과 교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도를 비교한다.

3)  초등학생과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특성

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교사의 요

구도를 파악, 비교하기 위하여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한 16개 초등학교의 고학년에 해당

되는 4, 5, 6학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

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저학년에 해당되는 1, 2, 3학년의 경우 

설문조사가 어렵다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과 초등학생에서의 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 연령에 해당되는 시기에 성폭력 사고의 발생비

율이 증가한다는 조사결과[8]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 적절한 표본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20]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one-way ANOVA test,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크

기 .25, Power .80을 유지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5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수가 필요한 표본 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참여한 교사가 해당되는 초등학교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학

생이 참여를 허락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불성실하

게 응답한 교사 2부, 아동 26부를 제외한 후, 교사 162부, 학생 1372부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초등학생과 교사의 특성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초등학생의 특성은 처음 성폭력 예방교

육을 받은 시기, 교육받은 횟수,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성폭

력 예방교육 자료,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자, 

성폭력에 대한 초등학생의 지식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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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은 Yook[21]이 선행문헌을 참고로 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폭력 지식 도구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

폭력에 대한 지식으로,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로 응답하는 방식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답을 했을 경우 1점으로, 오답과 ‘모르겠다’로 응

답한 경우는 0점을 주는 2점 척도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신

뢰계수 Cronbach’s α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는 Cron-

bach’s α =.71로 나타났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특성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교육 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습 자료나 교재, 

교육 자료의 확보 상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의 필요성,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의 성폭

력 예방교육을 위한 적임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

본 연구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는 Yoon[22]이 아동 성폭력 예

방 및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14개 문항을 수정, 보

완하여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 특성상, 초등학생과 교

사의 요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문항을 사용해야 하므로, 교사나 

아동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문항을 선별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본 도구

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교사대상의 문항과 

의미는 같으나, 아동에게는 발달연령에 적합하게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별로 필

요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필요하다’ 4점, 그리고 ‘매우 필

요하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예방교육

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계

수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Cronbach’s α =.89, 교사들의 경우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 검증

본 도구를 포함하여 초등학생과 초등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한 

설문 문항은 Lynn[23]의 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사용하여 모

두 2차례의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타당도 검증은 본 연구자를 포

함한 간호학과 교수 4명과 초등학교 보건교사와 수석교사 등 3명을 포

함한 총 7명에 의해 검증되었다. 이는 전문가 타당도 검증의 경우, 약 

10명이 적당하다고 제시한 Lynn[23]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2차례의 

타당도 검증에서 나타난 CVI 평균은 각각 0.88과 0.91이었으며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 문항의 표현이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 후,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는 본 연구의 자

료수집 대상 지역이 아닌 대도시 초등학교 4, 5, 6학년 각 2명을 포함한 

총 6명에게, 초등학교 교사용은 3명의 고학년 담당 초등학교 교사 3명

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문항이 타당함과 설문지의 가독성

을 검증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2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자가 공문을 통

해 초등학교 교장과 4, 5, 6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1차적으로 허

락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대상 교사들에게는 연

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하고 연구보조원과 함께 자

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4, 5, 6학년의 교사와 보건교사

를 포함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

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각 교사의 자리에서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응답을 실시하였고 질문이 있는 경우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질문

에 대해 응답하고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부인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각 아동의 가정에 본 연구의 목적

과 방법,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기술하고 하단에 회수

용 서면동의를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아동 편에 발송하였다. 연구에 대

한 아동의 참여를 허락받았으며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학생 편에 보내 

온 아동에 한하여 아동에게 연구에 대한 내용을 재설명한 후, 연구보

조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

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대상자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응답

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들이 

질문지를 응답하는 데는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심의에서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음을 승인받았으며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HIRB-2015-109).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성폭력 예방

교육에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1, 2).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학년은 5학년(42.3%)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53.8%, 여학생이 46.2%이었다. 아버지



218 |� 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초등학생과�교사의�요구도�비교

Child Health Nurs Res, Vol.22, No.3, July 2016: 215-226

www.e-chnr.org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tudents)  (N=1,3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rade 4th

5th
6th 

363
581
428

26.5
42.3
31.2

  
  
  

Gender (n = 1371) Male
Female

737
634

53.8
46.2

  
  

Family (n = 1370) Dual parent family
Single parent family

1244
126

90.8
9.2

  
  

Working parent (n = 1365) Two parents working
Non-dual income

859
506

62.9
37.1

  
  

Father's educational level (n = 1103) High school or below
Bachelor degree or above

423
680

38.3
61.7

  
  

Mother's educational level (n = 1119) High school or below
Bachelor degree or above

474
645

42.4
57.6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family (n = 1348) Wealthy
Average
Poor

240
1075

33

17.8
79.7

2.4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Period of receiving first formal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n = 1364) 1st - 3rd grade

4th - 6th grade
Kindergarden
Never had any 

715
336
279

34

52.4
24.6
20.5

2.5

  
  
  
  

Experience of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n = 1360) Yes
No 

1339
21

98.5
1.5

  
  

Most memorable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educator (n = 1364) School teacher
School nurse
Parents
Never had any 

89
1206

56
13

6.5
88.4

4.1
1

  
  
  
  

Necessity of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n = 1367) Necessary
Unnecessary

1272
95

93.1
6.9

  
  

Degree of satisfaction with previous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n = 1369) Good
Ordinary 
Deficient 
Don't know

728
562

16
63

53.2
41.1

1.2
4.6

  

Most effective educational material(s) (n = 1357) Text book and teacher's explanation
Video education
Teacher's explanation with CD-ROM
Lecture focused on real case

319
700
150
188

23.5
51.6
11.1
13.9

  
  
  
  

Most appropriate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educator (n = 1350) School teacher
Parents
School nurse
Outside lecturer

38
44

609
659

2.8
3.3

45.1
48.8

  
  
  
  

Knowledge of sexual abuse

Categories
Correct* Incorrect*

Mean (SD)
n % n %

1. I feel shame when I discuss or listen to sexual topics. 341 24.9 1,031 75.1 0.25 (0.43)
2. Sexual abuse is unrelated to me and it will never happen to me. 826 60.3 546 39.8 0.60 (0.48)
3. People who mention sexual statements have sexual abuse behavior. 755 55.0 617 45.0 0.55 (0.49)
4. Forcing partner to take off their clothes or controling partner with strength is allowed in 

   love relationships.
1,194 87.0 178 13.0 0.87 (0.33)

5. I show my clear expression when others show strange behavior or pretend they know me. 993 71.6 389 28.4 0.72 (0.45)
6. Hugging and touching for fun is understandable between opposite sex friends. 1,217 88.7 455 11.3 0.89 (0.31)
7. I can go back to my routine after the sexual abuse. 1,107 80.7 265 19.3 0.81 (0.39)
8. Sexual abuse is shameful behavior and part of it is according to my misbehaving. 663 48.3 709 51.7 0.49 (0.50)
9. Sexual abuse assailant should be heavily punished. 1,161 84.6 211 15.4 0.85 (0.35)

10. Sexual abuse can be prevented if women show strong resistance. 485 33.9 907 66.1 0.34 (0.47)
11. Sexual abuse is commision of a crime. 1,313 95.7 59 4.3 0.96 (0.20)
Total         7.33 (2.02)

*Correct score: 1, Incorrect scor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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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demographic an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eacher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36
126

22.2
77.8

  
  

Classification of educator Elementary teacher
School nurse

147
15

90.7
9.3

  
  

Career in education year Less than 10
10-19
More than 20 

58
55
49

35.8
34

30.2

177.19
-120.35

(months)

Age year Under 35
35 to 44
Over 45

54
50
58

33.3
30.9
35.8

40.35 (10.36)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34
128

21
79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Current provider of education* School teacher
School nurse
School counselor
Outside lecturer
Others

127
149

13
37

1

78.4
92

8
22.8

0.6

  
  
  
  
  

Class periods for education* During health class period
During each subject period
School's discretion period
Others

125
56
66
11

77.2
34.6
40.7

6.8

  
  
  
  

Number of education sessions per year (times) Less than 3 
More than 4 

25
137

15.4
84.6

  
  

Number of hours of education per year (hours) Less than 5
5 to 9
More than 10 

25
65
72

15.4
40.1
44.4

  
  
  

Teaching methods for education* Lecture 
Ask and answer
Discussion
Audio-visual education 
Others

116
56
24

135
4

71.6
34.6
14.8
83.3

2.5

  
  
  
  
  

Materials utilized for education* Data viewer
Video and VCR
Books
Record files
Others

6
154

24
162

8

3.7
95.1
14.8
100
4.9

  
  
  
  
  

Textbooks utilized for education* Teacher's manual
Manu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books for children
Sexual education book for middle school students
Others

48
53
49

162
44

29.6
32.7
30.2
100
27.2

  
  
  
  
  

Secured information about education* Enough
Average
Insufficient

59
64
39

36.4
39.5
24.1

  

Necessity of current educator training* Necessary 
Average 
Unnecessary 

142
18

2

87.7
11.1

1.2

  

Experienced education Yes
No

139
23

85.8
14.2

  
  

Class materials or procedure for education (n = 139) Handout
Audiovisual material
Outside lecturer’s lecture
Others

6
54
78

1

3.7
33.3
48.1

0.6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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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Advisor to student after elementary student sexual abuse Head of department
Co-worker
School nurse
Principle or vice principle
School counselor
Others

7
37

100
14

2
2

4.3
22.8
61.7

8.6
1.2
1.2

  
  
  
  
  
  

Degree of acquaintance of ongoing education Well-known 
Average 
Uncertain 

103
56

3

63.6
34.6

1.9

  

Amount of educational information in textbooks A lot
Average 
Insufficient 

13
119

30

8
73.5
18.5

  

Level of education information in textbooks Appropriate 
Average 
Inappropriate 

83
70

9

51.2
43.2

5.6

  

Necessity of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Necessary
Unnecessary

157
5

96.9
3.1

  

Reason of elementary education To prevent sexual abuse
To solve child's concerns due to maturation and reduce 
 other anxieties
To follow current trend of education
To build appropriate sexual ethics and morality

104
12

4
42

64.2
7.4

2.5
25.9

  
  
  
  

Beginning period of elementary education Lower grades
Middle school
High school

149
10

3

92
6.2
1.9

  
  
  

Opinion on ideal instructor for education* School teacher
School nurse
School counselor
PE(physical exercise) teacher
Outside lecturer

78
107

6
4

25

48.1
66
3.7
2.5

15.4

  
  
  
  
  

Best time for suitable education (n = 161) Whenever there is a related subject in any chapters of 
 educational books
Special planned sexual education
Invite experts
Others

88

34
37

2

54.3

21
22.8

1.2

  

Best method for education (n = 161) Audiovisual material
Textbooks and books
Ask and answer method with teacher
Discussion with other students
Others

120
15
11
11

4

74.1
9.3
6.8
6.8
2.5

  

Necessary elements to improve education (n = 160) Expansion of educator's training opportunities
Invitation of local society figure
Expansion of educational apparatus and upgrade 
 text books
Active support from students and parents
Others

56
19
39

41
5

34.6
11.7
24.1

25.3
3.1

  

Biggest difficulties that sexual violence educators are facing (n = 161) Lack of materials
Short knowledge of educator
Lack of support from students and parents
Conflicting opinions with administrators
Others

57
55
26

5
18

35.2
34
16
3.1

11.1

  

Most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ement of sexual violence education* 
 (n = 161)

Improvement of educational sources
Faculty training
Provide teacher in charge
Counseling with students and their families
Separation curriculum for sexual education

50
40
21
41

9

30.9
24.7

13
25.3

5.6

  

* Multiple choice

Table 2. (continued)



http://dx.doi.org/10.4094/chnr.2016.22.3.215

www.e-chnr.org � 김신정,�강경아,�조해련�외�1인� | 221

와 어머니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각각 61.7%, 57.6%이었고 경제수준

은 중류층이 79.7%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특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처음 받은 시기는 초등학교 1-3학년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98.5%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자는 보

건교사가 88.4%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93.1%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자신이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3.2%에서만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지식정도

는 11점 만점에 7.33(± 2.02)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

항은 ‘성폭력은 범죄행위이다’로 문항 평균(1점 만점) 0.96(± 0.20)이었

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부끄

럽기도 하고 듣기에 거북하다’로 문항 평균(1점 만점) 0.25(± 0.43)이었다.

교사의 성별은 여자가 77.8%이었고 90.7%가 보건교과 이외의 교사

로, 교육경력은 평균 14.8년(177개월)이었다.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92.0%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시는 보건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2%이었다. 연간 교육

시간은 10시간 이상과 5-9시간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44.4%, 

40.1%이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교수법은 시

청각 교육법(83.3%), 강의식(71.6%)이었고, 많이 활용하는 매체는 녹음

자료(100%)와 동영상(95.1%)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87.7%에서 성폭력 

Table 3. Comparison on the Need for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tems
Students (n = 1372) Teachers (n = 162)

t p
Mean (SD) Mean (SD)

1 Human respect 4.48 (0.83) 4.86 (0.42) 9.59 < .001
2 Concept of sexual abuse 4.23 (1.07) 4.79 (0.47) 11.96 < .001
3 Necessity of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4.41 (0.85) 4.78 (0.51) 7.96 < .001
4 How to treat victims of sexual abuse 4.41 (0.86) 4.84 (0.42) 10.72 < .001
5 Law and the punishment for sexual abuse 4.17 (0.99) 4.41 (0.75) 3.73 < .001
6 Connection of school curriculum to sexual abuse 3.98 (0.98) 4.60 (0.58) 11.73 < .001
7 Values in sexuality 4.28 (0.91) 4.88 (0.38) 15.38 < .001
8 Recognition of potential sexual abuse situations 4.42 (0.87) 4.91 (0.31) 14.52 < .001
9 Coping method of reaction after sexual abuse 4.59 (0.76) 4.91 (0.33) 9.72 < .001

10 Complications of sexual abuse victims and assailant 4.21 (0.93) 4.70 (0.56) 9.79 < .001
  Total 43.22 (6.41) 47.67 (2.96) 15.28 < .001

Table 4. Differences on the Need for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Participant Characteristics in Students   (N=1,3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t or F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rade 4 th

5 th
6 th 

363
581
428

26.5
42.3
31.2

4.26 (0.64)
4.34 (0.65)
4.33 (0.64)

1.84
  
  

.159
  
  

Gender (n = 1,371) Male
Female

737
634

53.8
46.2

4.31 (0.68)
4.32 (0.59)

0.41
  

.683
  

Family (n = 1,370) Dual parent 
Single parent 

1244
126

90.8
9.2

4.32 (0.64)
4.34 (0.65)

0.35
  

.724
  

Working parent (n = 1,365) Two parents working
Non-dual income 

859
506

62.9
37.1

4.33 (0.63)
4.29 (0.65)

0.87
  

.382
  

Father's educational level (n = 1,103) High school or below 
Bachelor degree or above 

423
680

38.3
61.7

4.27 (0.65)
4.38 (0.62)

2.89
  

.004
  

Mother's educational level (n = 1,119) High school or below
Bachelor degree or above

474
645

42.4
57.6

4.29 (0.67)
4.36 (0.62)

1.79
  

.074
  

Perceived of economic status of family (n = 1,348) Wealthy
Average
Poor

240
1,075

33

17.8
79.7

2.4

4.36 (0.69)
4.31 (0.63)
4.32 (0.62)

0.58
  
  

.559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education (n = 1,360) Yes

No
98.5

1.5
3.11

  
.006
  

Necessity of education (n = 1,367) Necessary
Unnecessary

93.1
6.9

7.56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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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에게 성

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6.9%로 나타났다. 초

등학생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성폭

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64.2%)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

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적임자나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 시 적

절한 상담자로는 보건교사(66%, 61.7%)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예방교

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34.6%)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가장 많았으며, 효율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지도 자료

의 개발(30.9%)과 가정과의 연계지도(25.3%)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교사의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 비교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교사의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를 비교한 결

과, 교사의 요구도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15.28, 

p < .001)(Table 3). 이를 문항별로 비교해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폭력 사후 대처방법’, ‘인간존중 의식’, ‘성폭력 상황의 인지’의 순으

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폭력 사후 대처

방법’, ‘성폭력 상황의 인지’, ‘성 가치관’, ‘인간존중 의식’의 순으로 요구

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특성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특성에 따른 성폭

력 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요구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4.38 ±

0.62)가 고졸 이하인 경우(4.27± 0.65)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9, p =.004).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성폭

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3(± 0.63)점으로 없는 경우 3.70(±

0.88)점 보다 요구도가 높았으며(t =3.11, p =.006), 예방교육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36(± 0.61)점으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 3.73(± 0.79)점 보다 요구도가 높았다(t=7.56, p < .001).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교사의 인구사회

학적 및 성폭력 예방교육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요

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성폭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

Table 5. Differences on the Need for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Participant Characteristics in Teacher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t or F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36

126
22.2
77.8

4.69 (0.30)
4.78 (0.29)

1.61
  

.109
  

Classification of educator Elementary teacher
School nurse

147
15

90.7
9.3

4.77 (0.29)
4.73 (0.35)

0.46
  

.643
  

Career in education year Less than 10
More than 20 

81
81

50.0
50.0

4.77 (0.29)
4.76 (0.31)

0.24
  

.813
  

Age Under 35
35 to 44 
Over 45

54
50
58

33.3
30.9
35.8

4.73 (0.31)
4.82 (0.26)
4.75 (0.31)

1.39
  
  

.252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34
128

21.0
79.0

4.80 (0.25)
4.75 (0.31)

0.72
  

.472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related characteristics     
Number of sex education sessions per year Less than 3

More than 4
25

137
15.4
84.6

4.70 (0.27)
4.77 (0.30)

1.16
  

.248
  

Hours of sex education per year Less than 5
5 to 9

25
65

15.4
40.1

4.71 (0.24)
4.74 (0.33)

0.46
  

.648
  

Necessity of current educator training Necessary
Average
Unnecessary 

142
18

2

87.7
11.1

1.2

4.77 (0.30)
4.71 (0.28)
4.55 (0.21)

0.94
  
  

.393
  
  

Experienced education Yes
No

139
23

85.8
14.2

4.76 (0.30)
4.75 (0.26)

0.19
  

.852
  

Degree of acquaintance of ongoing educational information Well-known
Average 
Uncertain 

103
56

3

63.6
34.6

1.9

4.81 (0.34)
4.74 (0.31)
4.79 (0.27)

0.66
  
  

.576
  
  

Necessity of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Necessary
Unnecessary

157
5

96.9
3.1

4.77 (0.29)
4.66 (0.51)

0.6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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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수혜자인 초등학생의 요구에 부합된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93.1%와 교사의 96.9%가 성폭력 예방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98.5%의 초등학생이 성

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받

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53.2%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Lee

와 Park[6]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초등학생에게 제공된 교육은 그

들의 필요성과 요구도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

등학생이 성폭력 예방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지만

[4], 실제 교육의 내용은 초등학생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으나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성폭력 지식 정도는 7.33(± 2.01)점에 그쳐 성폭력 예방교육

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6,21,23]와 유사하였다. 이에 

대해 Yoon[22]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수준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고, 성교육과 혼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들

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눌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듣기에 거북하다(정답률 24.9%)’,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정답률 33.9%)’, ‘성폭

력을 당한 것은 수치스러우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

다(정답률 48.3%)’, ‘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다(정답률 55.0%)’라는 항목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

육을 구성할 때에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그들의 지식 정도를 고려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교사 모두 보건교사가 적

임자라고 제시하였는데 Lee와 Park[6]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폭력 예

방교육은 보건교사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가

장 합리적인 성폭력 예방 제공자는 교내의 보건교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

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와 교사의 전문지

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

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는 Lee[25]과 

Yoon[2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요구도에 부합되고 

만족스러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계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며, 효과적인 교

재 및 교수법 개발과 관련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 내용을 비

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교사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왜곡된 성 지식, 성을 상품화하는 미디어, 각종 음란물의 

유통, 성폭력 및 성희롱과 같은 사회 범죄 등과 같이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회적 현상과 변화[5,6,22]에 대해 아동보다

는 성인이 더 예민하게 직시하고 이를 성폭력과 연관하여 우려하기 때

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를 항목에 따라 순위

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성폭력 사후 대처방법’, ‘인간존중 의식’, ‘성

폭력 상황 인지’, ‘성 가치관’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는 ‘성폭력 사후 대처방법’, ‘성폭력 상황 인지’, ‘성 가치관’, ‘인간존

중 의식’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순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학생과 교사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이 가능한 상황에 대

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성폭력 발생 이후의 적절한 대처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Kim 등[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올바른 인권존중에 초점을 둔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성폭

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Lee[25]와 Yoon[2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도에 적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발

할 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성적 자

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상황, 성폭력이 발생한 

후의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게 구체

적이고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요구도는 대상

자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하인 경우 보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성폭력 예방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

조되었는데, 성폭력 예방에 대해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눈 아동이 성

폭력 상황에서 자기보호 행동을 잘하여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5].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버지와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으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머니 

다음으로 아버지와 의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현재 성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성폭력 예방에 있어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7] 가정에서의 

예방교육도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단순히 학교와 가정

에서의 이원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와 가정이 파트너십을 이룰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27].

아동의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유

무,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과 성폭력 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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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예

방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지식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라고 생각되며 성폭력 예방교육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에 대

한 인식과 지식이 높았다는 Yook[2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보건

교사가 성교육 도서를 바탕으로 녹음자료와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청

각 교육법이나 강의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상,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학

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로 인한 학습효과가 다른 발달단계의 

아동에 비해 좋은 특성[4,5]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피드

백을 수반한 역할극, 연극 등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적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적극적인 교수방법[4,28]이 요구된다고 생

각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다양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교수법의 적용

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

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

재 아동 성폭력 발생 비율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 효과는 좀 더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 예

방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인 학생의 요구도를 함

께 분석했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

육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성공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그들에게 주로 교육을 제공하

는 보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

육을 제공할 때는 올바른 성 의식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 제공뿐

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구체적이

고 자세한 대처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의 인식 변화 및 성폭력 예

방법의 실천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교수방법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협력이 

절실하므로, 가정학습이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

도 필요하다[4,24]. 

본 연구에서 교사의 일반적 특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특성에 

따라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사

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아

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이 대중매체를 포함하여 사회 전

반적으로 강조되어 교사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재검

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이 일 지역

에 한정된 것과 16개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참여한 교사의 수가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본 연구

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지역과 함께 참여 대상자의 수를 확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의 

신뢰계수가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자료수집 시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도구

에 대한 신뢰계수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를 고려하고 현실에 

적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폭

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요구도를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피교육자인 초등학생과 교사의 요구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 교사 모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요구도는 아버지

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유무, 성폭력 예방교육

의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

등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특히 보건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발할 때 학생과 교사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이들

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처행동 교육, 학부모와 연계되는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대상자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

인 행동양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수혜자인 초등학생과 교사 모두를 포

함하여 요구도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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