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개념: 성교육,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김용자·이혜경

김용자 :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

이혜경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적 존재다 (이 등, 1984 : Stuart , and Sundeen , 1987 :

H ack er , 1981).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살아야함으로 인간의 삶

은 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주와 백 1993). 성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유

지·발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안, 1983). 따라서 성은 지극히 기본적이며 중요한 인간 기능인

것이다(Carr ea , an d Calderone, 1981).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시기에 국한되는 것

은 아니나, 청소년기에 성에 관련된 문제 및 이에 따른 성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1983 : 허, 1983).

청년기를 전기·중기·후기로 나눌 때 고교시절은 중기에 해당하며 (이, 이 및 정, 1986),

생리적인 발육과정으로는 사춘기에 걸쳐 있으면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 1983).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 측면에서 성인고 비슷하나 성인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성기에 들어가고 성적으로

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며, 이에 따라 욕구가 가장 강렬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이 및 정, 1986 : 김, 1983).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개방화하면서 성에 관련된

가치상황 또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전, 1983 : 이, 1990). T V나 잡지, 광고 등의 매스컴에

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이 범람하고, 향락산업이 번성하면서 인신매매의 성행 및 성범죄 증

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1989 : 이, 1989), 사회환경이 정화되지 않아서 성인

문화가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1990). 사회상황의 이러한 변화는

발단 단계상 성충동이 높아지고, 성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성적 갈등이 심화되어 청소년들이

자칫 그릇된 성정보나 가치관의 혼란과 방황에 휩싸이기 쉽고, 올바른 성적 주체성을 확립

하는 데 많은 해를 주게되었다 (이 등, 1984 : 이, 1989 : 이, 1989).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성

교육이 예방 및 치료적 차원에서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안, 1983 : 전, 1983).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인간 이해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람

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 김, 안 및 이, 1984).

미국 청소년 협회에서는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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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 (손, 1991)고 보고하

고 있다.

사실상 성교육은 가정교육기능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한 가정의 자녀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개별적으로 지도되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역할이 동일시되어 점차로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허, 1983 : 김, 1983 : H eisler , and F riedm ann ,

1980). 그러나 오늘날 학부모들의 교육배경이나 성장할 때의 사회풍토를 생각할 때 적절한

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김, 1983 : Ca ssell, 1981), 그

러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김, 1983 : 이, 1990 : 김, 1983 :

Rubin son , and Baillie, 1981).

이에 본 연구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성교육 계획 및 실시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2 .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

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3 .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문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표준화가 되지 못

했다.

2)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

나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4 . 용어의 정리

1) 성교육

(1) 이론적 정의 : 남녀 청소년에게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주어서,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와 정의를 길러, 성에 관한 무지와 성욕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없이하려는 교육 (이,

1982)을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 청소년의 발달, 성문제, 성윤리, 모자보건, 결혼과 가정 등 5영역의 내용

으로 20시간의 수업을 말한다.

2) 성지식

(1) 이론적 정의 : 청소년이 알아야 하는 성에 관계되는 광범위한 내용 (김, 1986)을 말한

다.

(2) 조작적 정의 : 신체적인 변화, 자위행위, 몽정, 여성해부구조, 남성해부구조, 청소년의

발달과업, 매독, 성병의 전염경로, 성병의 치료, 성병의 면역성, 임질, 미혼모, 성욕구, 성충

동, 순결, 성욕구의 승화, 성규범, 성도덕, 임신시기, 임신과정, 초기 산전관리, 후기 산전관

리, 분만, 산후관리, 가족계획, 피임, 영유아 관리, 결혼의 조건, 결혼의 준비, 현대 가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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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등의 30문항에 대한 지식 점수를 말한다.

3 ) 성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 신체적 구조에 관한 느낌, 다양한 성활동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을 말한

다.

(2) 조작적 정의 : 자궁, 음모, 난소, 사춘기 정서, 음핵, 2차성징, 음경, 월경, 고환, 사정,

성충동, 성교, 자위행위, 임신, 생식기 청결, 출산, 이성교제, 가족계획, 결혼, 피임, 인공임신

중절, 동성애, 혼전성행위, 성피해, 혼외성행위, 음란출판물, 매매음, 남녀평등, 성병, 이혼 등

의 30문항에 대한 태도 점수를 말한다.

4 ) 성에 대한 경험

(1) 이론적 정의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 (김, 1986)을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 이성교제, 자위행위, 키스, 성교, 임신, 성적 폭행 (강간), 인공유산, 성병

등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이란 용어는 Latin어의 A 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의 성

장 을 의미한다 (송, 1981).

청소년기의 특징은 이성희(1992)에 의하면 신체적으로는 빠른 변화로 인해 성적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신체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인지능력의 발달과 도덕

성의 발달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독립에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 1992).

Erick son (1968)은 청소년기를 지불연기 (m orat orium )시기라 하였는데, 실제로 현대 산업사

회에서는 경제상황의 변화,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교육기간의 연장, 결혼시기의 지연 등으로

이와 같은 형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인 역할의 연기로 인하여 청소년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보유하기 힘들다고 한다(김, 1990).

따라서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으로부터 성인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육체

적으로 생식능력과 출산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성의식이 발달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

해 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마련하고,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의식은 본질적으로 성욕이나 성충동이 그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어서

성이나 이성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성충동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적인

성숙은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많

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치관과 시대적 또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

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정, 1992). 특히 오늘날은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신체발달이 촉

진되고, 사춘기 연령이 앞당겨짐에 따라 더 빨리 성적 고민이나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2 . 성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의 발달 추세는 경제발달과 더불어 영양이 양호해지고 적당한 운동과 휴

식 그리고 여가의 활용 등으로 종전에 비하여 성장발달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속화하게 되

었다 (박, 1983).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성적인 성숙도가 높아져 사춘기의 시작 연령이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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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세에서 10- 11세로 앞당겨지고 있다 (문교부, 1983). 또한 현대에 들어와 문명이 발달됨

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교육의 공공화와 대중화 그리고 상급화, 사회구조의 변혁

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기간이 자

연히 연장되게 되었다 (이, 1990 : 박, 1983).

더군다나 최근에는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처 올바른 성의

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등을 통해서 개방적이고 자극적인 성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고 (문교부, 1983), 성정보의 범람은 청소년들에

게 성적 자극을 증대하여 성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필요이상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

였다 (장, 1986).

청소년의 내외적 변화와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은 이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고교생의 경우를 조정숙(1981)의 조사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남학생의 27.7% , 여학생의

14.7%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성경험 후의 심리상태렬 보면, 남학생은

개의치 않는다가 40.8% , 후회하고 있다가 33.1% , 조금 걱정하고 있다가 19.5% , 큰 죄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7.1% ,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3.0%인데 비해, 여학생은 조금 걱정하고 있다

가 56.3% , 후회하고 있다 36.8% , 큰 죄악으로 생각하고 있다6.9% , 개의치 않는다 3.4%로 나

타나고 있다(조, 1981). 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이들을 방치해 놓고 지도를 못하고 있음을 단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이 후회하는 성교행위를 성적 충동에 의해, 호기심에 의해서

행했다는 것은 사회나 부모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주와 백, 1993).

Lucy 등 (1980)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5- 19세의 인구 2천만명의 반 이상이 성교를

하고 있고, 13- 14세 인구 7백만 명의 5분의 1이 성교를 하고 있으며, 성행위를 하는 소녀의

80%가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년에 임신율

은 91%로 높게 나타났으며(Kapp , T aylor , and Edw ards : 1980), 15- 19세의 소녀 1백만 명

과 15세 이하 3만 명 이상의 소녀가 해마다 임신을 한다고 하였으며, 그들의 92%가 혼전에

임신을 한다고 하였다 (T ru s sell, 1988).

Hu ston 등(1990)은 미국에서 10대들의 성행위에 대한 문제해결의 한가지 가능한 방법으

로 가족 내에서 성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Hu st on , M art in , and F oulds , 1990).

또한 청소년의 성교육과 피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충분한 교육적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하며 10대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형성에 교사,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가 참여해야 하고 이들 프로그램은 초등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Odon go, and Ojw an g , 1990).

서울시내의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 (1977- 78조사, 1980년 4월 8일 <동아일보> )한

결과 10대의 임신중절수는 10대 여성 전체의 3.3%인 연간 1만 6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였다.

산부인과를 통하지 않은 중절수와 미혼모의 수, 또 임신 없는 성행위까지를 포함한다면 청

소년의 성관계가 상당히 문란한 걸 알 수 있으며, 통계를 빌지 않더라도 그 수효가 매년 늘

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주와 백, 1993).

흔히 계획하지 않고 원치 않는 청소년의 임신은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r d제적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F ielding , and W illiam s , 1991), 10대 임신에 따르는 사회

적 위험은 단독 부양의 중압감, 갑작스런 결혼, 10대 임신의 상습 가능성 증가 등을 들었으

며, 의학적인 위험은 산부인과 합병증 증가, 조산, 태아, 신생아 그리고 모성 사망의 증가 등

47



을 포함하였으며 (Kapp, T aylor , an d Edw ards , 1980), 삶의 질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S choem an , 1990). 게다가 10대 성행위의 증가는 성병 발생율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였다(Kapp , T aylor , and Edw ards , 1980).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은 성교육이 예방적

치료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 . 성교육 효과

성교육 실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최 등 (1984)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외시간으로 1

주일동안 10시간에 거쳐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에 대한 지식은 유의하게 (t =8.62, p < .01)

변화하였으며, 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으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최 등,

1984), 1985년 7월 이(1986)가 서울시내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

육개발원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시간에 걸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에 관한 지

식이 교육 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t =- 20.46, p< .001) 나타났으며,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의 변화도 유의하게(t =- 6.04, p< .001)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1986).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는 1개 인문계 여고 2학년 전 학생 548명

을 대상으로 1988년 주 1시간 총 24시간 체육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방 (1990)의 연구에서

도 지식과 태도 모두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방, 1990), 이(1992)의 성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대구시내 여상 2학년 여학생 각 10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

치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지식이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과 검사(사전- 사

후)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F (1.18)=6.08, p< .05), 성에 대한

태도 역시 집단과 검사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F (1.18)=26.20, p< .01)(이, 1992).

Kirby (1980)는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에서 성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두 가지의

문제는 첫째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이 그들의 동료나 부모, T V , 잡지 등을

통하여 얻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의 성행위가 단순히 그들 자신의 감정과 사회적인 욕구

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지식은 의사결정에

서 책임이 있고 능숙하게 되므로 지식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업적은 강조되어야 하

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Kirby , 1980).

H och (1971)는 실험군에게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50분씩 10회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토론은 솔직하고 비판단적이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 성에 관한 지식 증가뿐

만 아니라 가족계획과 피임, 타인의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인정 및 인생에 있어 성에 관계

된 결정을 할 때 자신감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였다(Kirby , 1980).

S am son (1977)은 성교육이 가치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했는데 그 교

육과정은 8개월에 걸쳐서 30시간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S am son은 실험

집단 학생이 대조집단 학생보다 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Kirby , 1980), Crosby (1971)는 인디아나의 fam ily life 교육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실험설계와 50항목의 자아존중감 테스트를 통하여 실험집단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

게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rby , 1980).

Kirby (1980)는 성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의 성적 지식을 확연하게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태

도 변화를 용이하게 만들며, 고등학교에서 타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졌다고 하였

으며 성교육은 다양한 청소년기 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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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by , 1980).

Sheila (1980)의 시골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연구에 의하면 성교육은 4시간 수업으로 2년

생 보건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성과 인간의 생식해부, 수태결정, 피임방법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했으며, 방법은 다지선다형, 짝짓기, 단답

형 질문으로 완성하는데 대략 20분을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는

성교육 실시 1주일 전과 1주일 후에 실시하였는데, 사전조사에서 65개 테스트 항목의 평균

은 38.72였고, 사후조사에서는 48.44로 p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Gum erm an , Jacknik , and Sipko, 1980).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지식을 명백히 증가시키며, 성에 대한

태도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 성교육 실태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성지식을 습득하는 곳에 가정이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각자의 성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며, 자라나는 세

대의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가정이나 사회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이 등,

1984).

한 (1991)의 연구에서 학부모 105명 중 62%가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였고 (한, 1991),

여론조사기관 퍼브릭 코리아가 1993년 서울에 사는 30- 40대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는 61.3%가 성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한경희의 연

구와 일치해 학부모의 3분의 2가량이 성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

문, 1993).

1990년 대전시내 인문계 여고생 426명을 대상으로 한정 (1991)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대상

자 (96.2% )가 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정, 1991), 1989년에 서울

시내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395명을 대상으로 한 이 (199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76.5%

가 성교육 받기를 원했으며 (이, 1990),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이 (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 전원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

1992).

손 (1991)의 조사에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2.2%이고, 나머지 97.8%의 교사들은 친구나 잡지,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학생들이 성교육

에 관한 지식을 얻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79.5%의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93.3%의 교사들이 학교 성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며, 교사 스스로가 성에 대한 지식과 이

해 부족으로 성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74.5%의 학생이 1

년에 1,156번의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손, 1991).

1989년 서울시내 양호교사 95명, 일반 남교사 229명, 일반 여교사 17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김(1990)의 연구에 의하면 양호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성지식이 높았으며, 평균 정답율이

양호교사는 80.9% , 일반교사는 62.7%로 양호교사가 성에 관한 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한다 (p< 0.005)(김, 1990).

김 (1989)의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64.2%가 성교육 전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989),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1983)의 조사에서 성교육 담당

자로 양호교사, 관련교과 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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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있는 중학교 총 11개교 교사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 (1986)의 연구는 성

교육 실시회수가 연 1회 내지 2회가 22.4%와 24.0%로 가장 많고, 연 10회이 상 실시하는

학교는 8.0%에 불과했다. 성교육 지도경험은 370명의 교사중 144명(39% )이 지도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226명 (61% )은 지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장, 1986).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1991)의 연구에서 성교육의 주체

로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37.9%가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9.3%로 교사들은 가정에서 하기를, 학부모는 학교에서 하기

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양쪽 모두가 성교육의 주체가 되기를 꺼리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

에서의 성교육 부서는 양호담당 교사가 주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53.4%가 응답하

고 있었으며 (한, 1991), 양호담당 교사가 주관하는 것은 간호학을 전공한 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여 지도하는 것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상황은 부모, 교사, 학생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양호교사를 교육 담당자로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성교육을 위시한 학교 보건교육이 겉돌고 있어, 적극적인 방법

을 모색해야 하고 정규교육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해 제도권 흡수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한국교육신문, 1993). 1992년 부천시내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

(1992)의 연구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성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은 24.1%였으며, 여학생(40.0% )

이 남학생(8.5% )보다 선생님으로부터 성지식을 더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학생 모

두 성지식을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는 극히 저조하였다. 첫 성경험을 하게 된 동기는 전체

응답자의 65.8%가 호기심에서라고 응답하여 (정, 1992), 청소년들 스스로가 성교육의 필요성

을 많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는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1987)의 연구에서 성에 관한 의문이나 성문제의 의논 상대가 있다고 45.8%가 응

답하였고 (김, 1987), 2,0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이 생기면 부모

님께 상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6.7%인 1,344명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십대들의 쪽지,

1993) 많은 청소년들이 성고민이나 성문제를 상담할 대상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교사 또한 많이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연구 결

과 나타났다.

학교는 인간의 성을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문화 전달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성교육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얻고 있는 불확실한 지식이나 가치관으로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정이나 사회가 다할 수 없는 교육적 기능을 학교가 맡아서 함으로써 성교

육의 기회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등, 1984). 또한 학교가 성교육을 시도할 가치나 이

유는 성교육이 본질적으로 이룩되어야할 적령기 청소년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 1983).

우리 나라는 1983년의 성교육 지도자료 제시를 계기로 우리 나라 문교부가 성교육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국교육 사상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행 성교육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고교 현장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성교육을 한 교사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그 단원마다 과목별로 다른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 즉, 국민윤리, 사회, 과학, 체육, 실업, 가정 등 나누어 담당하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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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맥락에서 집중적인 운영방식이 아니라 편제상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학습밖에는 기대

하기 어려운 실정에 부딪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체계가 일원화된 체계가 되지 못하므

로 중고교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김, 1989).

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및 진행절 차

본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n on equiv alent control pretest - post t est design )

의 유사실험연구로서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며<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연구설계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대조군

Ye1

Yc1

X Ye2

Yc2

구체적인 연구진행절차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진행절차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대 조 군
질문지법

지식

태도
측정 질문지법

지식

태도
측정

실 험 군
대조군과 동일 성 교 육 대조군과 동일

2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업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험군으로, 역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상업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급을 임의로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1993년 5월 22일 실험군 대조군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험군에

는 5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0시간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하고, 실험군 대조군 모두 7

월 20일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서 사전조사에 54명, 사후조사 역시 54명,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54명, 사후조사

에서 48명이었으므로 사후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6명의 통계값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

로 사전조사의 통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질문지에 고유번호를 적어 나누어주었고 그 번호를 기억케 한 후 사후조사

에서 그 번호를 적도록 하였다.

3 .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문교부의 성교육지도자료 (문교

부, 1983)와 관련문헌(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새세대 생활관, 1987 : 대한간호협회 양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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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990 : 장윤, 1989 : 서울특별시 양호교사회, 1988 :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1982) 그리

고 선행연구 (김, 1988, 1991)를 참고로 하였고, 그 내용은 청소년의 발달, 성문제, 성윤리, 모

자보건, 결혼과 가정 등 5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성교육은 2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청각 매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 및 내용

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자료로 V .T .R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 1991 : 최, 1990 : 황, 1987 : 김, 1990 : 이, 1990

: 김, 1987)에서 사용했던 질문지 내용 중에서 발췌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또 일

부는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성지식 문항은 청소년의 발달 6문항, 성문제 6문항, 성윤리 6문항, 모자보건 9문항, 결혼과

가정 3문항, 일반적인 특성 6문항,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에 따른 8문항, 성경험실

태를 파악코자 8문항을 첨가하였다.

세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검사에서 지식은 group별 sum m ation으로

A LP HA =.7709, 태도 ALPHA =.7024를 나타내었다.

각 질문에 따른 응답은 지식의 경우는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의 형태로 이 중 적합한 곳

에 V표를 하도록 하여 정답에 1점씩 주었다. 태도에 대한 문항은 30문항으로 각 문제마다

4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최대점수 4점에서 최소점수 1개까지 4단계 척도로 점수화하여 적합

한 곳에 v표하는 것을 통하여 응답자의 성에 대한 태도로 파악하였다.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 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자료를 부호화한 후 SP S S < sup> pc</ sup> 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

으며, 분석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간의 차이는 x < sup > 2</ sup> - t est , 성교

육을 받은 경험 그리고 성경험의 비교는 실수와 백분율,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과 태도 점

수의 유사성 및 교육 전후 비교에 t - test를 이용하였다.

Ⅳ . 연구결과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종교, 부모의 생존여부, 형제순위, 주거지, 아버지의 학력과 어

머니 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 표 1> 과 같다.

대상자는 대조군 54명, 실험군 48명으로 총 102명이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42.2%로

가장 많았고, 종교 없음이 36.3% , 불교가 15.7%이었으며, 부모의 생존여부는 양친 모두 생

존이 88.2%이었으며, 편부와 편모가 다 함께 5.9%이었다. 형제 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31.4%와 33.3%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는 부모 형제와 함께가 86.4% , 자취나 하숙이 9.8% ,

친척집이 3.9%에 해당했다. 아버지의 학력은 10.0년이고, 어머니의 학력은 8.5년이었으며, 실

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x < sup > 2</ sup> 검증한 결과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 가설검증

1) 제 1 가설

(1)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에서 양군간의 성지식 비교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에서 양군간의 성지식 점수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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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내 용

구 분
실험군 대조군 계

x 2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N) (%) (N) (%) (N) (%)

종 교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종교 없음

5

24

3

22

9.3

44.4

5.6

40.7

11

19

3

15

22.9

39.6

6.3

31.3

16

43

6

37

15.7

42.2

5.9

36.3

3.816

부 모 의

생 존

여 부

1. 양친 모두 생존

2. 편부

3. 편모

4. 양친 모두 사망

49

2

3

90.7

3.7

5.6

41

4

3

85.4

8.3

6.3

90

6

6

88.2

5.9

5.9

1.028

형 제

순 위

1.1

2.2

3.3

4.4

5.5

6.6

7.7

14

20

10

6

2

1

1

25.9

37.0

18.5

11.1

3.7

1.9

1.9

18

14

6

5

2

3

·

37.5

29.2

12.5

10.4

4.2

6.3

·

32

34

16

11

4

4

1

31.4

33.3

15.7

10.8

3.9

3.9

1.0

4.311

주 거 지

1. 자기집

2. 자취나 하숙

3. 친척집

4. 기타

45

7

2

·

83.3

13.0

3.7

·

43

3

2

·

89.6

6.3

4.2

·

88

10

4

·

86.3

9.8

3.9

·

1.297

아버지의 학력 M 10.024 M 10.063 M 10.044 16.412

어머니의 학력 M 8.426 M 8.521 M 8.474 7.579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지식정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발달은 대조군이 3.907점이고, 실험군이 3,854점이며, 성문제는 대조군이 2.407점이고, 실험군

이 2.333점, 성윤리는 대조군이 4.333점이고, 실험군이 4.313점, 모자보건은 대조군이 3.482점

이고, 실험군이 4.313점이며, 결혼과 가정은 대조군이 1.907점이고, 실험군이 1.958점으로 통

<표 2> 사전조사에서 성지식 점수 비교

구 분 대조군 실험군
t값 p

내용(문항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청소년의 발달(6)

성문제(6)

성윤리(6)

모자보건(9)

결혼과 가정(3)

전체의 성지식(30)

3.907

2.407

4.333

3.482

1.907

16.037

1.120

1.572

.991

2.026

.680

4.198

3.854

2.333

4.313

3.917

1.958

16.375

1.321

1.693

1.095

1.955

.651

4.384

.22

.23

.10

- 1.10

- .39

- .40

.826

.819

.920

.274

.701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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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인 성지식을 비교해 보아도 대조군이 16.037점이

고, 실험군이 16.37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40, p =.692).

(2) 성교육 실시후 사후조사에서 양군간의 성지식 비교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

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t - t est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표

3> 과 같다.

<표 3> 사후조사에서 성지식 점수 비교

구 분 대조군 실험군
t값 p

내용(문항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청소년의 발달(6)

성문제(6)

성윤리(6)

모자보건(9)

결혼과 가정(3)

전체의 성지식(30)

3.987

2.574

4.453

3.648

1.759

16.426

1.226

1.382

.862

1.739

.612

4.201

5.604

5.063

5.417

7.979

2.667

26.729

.676

.909

1.048

1.082

.663

2.987

- 7.93

- 10.60

- 5.04

- 14.88

- 7.18

- 14.11

.000

.000

.000

.000

.000

.000

성교육후 사후조사에서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성지식 점수를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청소년

의 발달은 대조군이 3.982점이고 실험군이 5.604점이며, 성문제는 대조군이 2.574점이고 실험

군이 5.063점이며, 성윤리는 대조군이 4.463점이고 실험군이 5.417점이며, 모자보건은 대조군

이 3.648점이고 실험군이 7.797점이며, 결혼과 가정은 대조군이 1.759점이고, 실험군이 2.667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며, 전체적인 성지식을 비교해 보아도 대조군이 16.426

점이고 실험군이 26.72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조군의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성지식 점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소

년의 발달은 3.907점에서 3.982점으로, 성문제는 2.407점에서 2.574점으로, 성윤리는 4.333점

에서 4.463점으로, 모자보건은 3.482점에서 3.648점으로, 결혼과 가정은 1.907점에서 1.759점

으로, 전체의 성지식 점수도 16.037점에서 16.426점으로 약간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t =.48, p =.631).

실험군의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에서 성지식 점수와 성교육 사후 조사에서의 성지식 점

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발달은 3.845점에서 5.604점으로 성문제는 2.333점에서

5.063점으로, 성윤리는 4.313점에서 5.417점으로, 모자보건은 3.917점에서 7.979점으로, 결혼과

가정은 1.958점에서 2.667점으로, 전체의 성지식 점수는 16.375점에서 26.729점으로서 t - t est

로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 =- 13.52, p - .000).

그러므로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성지식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나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성지식 점수를 비교해보면 < 표 4> 와 <그림

3> 과 같다.

2) 제 2 가설

(1)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에서 양군간의 성에 대한 태도 비교

성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성에 대한 태도점수를 비교해보면 대조군

이 2.900점이고, 실험군이 2.867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 =.71, 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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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삽입

< 표 4> 성교육 전후 성지식점수 비교

내용(문항수)

구분
대 조 군

t값 p
실 험 군

t값 p
사전조사 사후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M M M M

SD SD SD SD

청소년의 발달(6)
3.907

1.120

3.982

1.266

- .32 .748 3.854

1.321

5.604

.646

- 8.17 .000

성문제(6)
2.407

1.527

2.574

1.382

- .59 .560 2.333

1.693

5.063

.909

- 9.84 .000

성윤리(6)
4.333

.991

4.463

.862

- .73 .470 4.313

1.095

5.417

1.048

- 5.05 .000

모자보건(9)

3.482

.276

3.648

.237

- .46 .647 3.917

1.955

7.979

1.082

- 12.60 .000

결혼과 가정(3)
1.907

.680

1.759

.612

1.19 .237 1.958

.651

2.667

.663

- 5.28 .000

전체의 성지식(30)
16.037

4.198

16.426

4.201

- .48 .631 16.375

4.384

26.729

2.987

- 13.52 .000

(2) 성교육 실시후 사후조사에서 양군간의 성에 대한 태도 비교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성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를 t - t 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 표 5> 사전조사에서 성에 대한 태도 점수

구 분 대조군 실험군
t값 p

내 용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의 성태도 2.900 .238 2.867 .71 .71 .447

< 표 6> 사후조사에서 성태도 점수 비교

구 분 대조군 실험군
t값 p

내 용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의 성태도 2.977 .224 3.224 .176 - 6.15 .000

성교육후 사후조사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조군의 성

에 대한 태도는 2.977점이고 실험군의 성에 대한 태도는 3.24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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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6.15, P =.000) 성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조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2.900점에서 2.977점

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t =- 1.72, P =.088), 실험군의 사전조

사와 사후조사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해보면, 2.867점에서 3.224점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t =- 8.75, P =.000).

그러므로,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표

7> 과 <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삽입

< 표 7> 성교육 전후 성에 대한 태도점수

구분
대 조 군

t값 p
실 험 군

t값 p
사전조사 사후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M M M M

내용(문항수) SD SD SD SD

성에 대한 태도
2.900

.238

2.977

.224

- 1.72 .088 2.867

.221

3.224

.176

- 8.75 .000

3 . 성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와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표 8>과 같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90.2%로 나타났으며, 성교육을 받은 시기는 73.5%의 학

생이 중학교 시절이었다고 응답했으며, 그 내용은 청소년의 발달에 관해 55.9% , 월경

76.5% , 임신 57.8% , 이성교제에 관해 43.1%의 학생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받

은 시간은 1.81시간으로, 교육 실시자로는 가정교과 교사가 42.2%로 가장 높았고, 양호교사

35.3% , 교과담임교사 14.7%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28.4%의 학생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교육을 준 사람은 어머

니와 언니가 각각 23.5%와 10.8%로 나타났으며, 성교육을 받은 시기는 24.5%의 학생이 중

학교 시절이었다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월경 24.5% , 청소년의 발달 10.8% , 이성교제 15.7%

였다. 교육받은 시간은 0.525시간으로 한 시간이 채 안되었다.

4 . 성에 대한 경험

성에 대한 경험은 < 표 9> 와 같다.

이성교제 경험은 41.4%의 학생이 경험이 있었으며, 자위 경험 3.8% , 키스 경험 6.15% , 성

교 경험 2.9% , 강간 경험이 0.95%이었으며, 인공유산과 성병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었다.

Ⅴ . 논의

1 . 제 1 가설 검증결과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전후의 지식 점수를 t - t est로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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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성교육을 받은 경험

구분

내용

학 교
계

가 정
계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인수(N) 인수(N) 인수(N) 인수(N) 인수(N) 인수(N)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 교 육

여 부

유

무

47

(87.0)

40

(13.0)

45

(93.8)

3

( 6.3)

92

(90.2)

10

( 9.8)

14

(25.9)

40

(74.1)

15

(31.3)

33

(68.8)

29

(28.4)

73

(71.6)
성 교 육

시 기

초등학교

중학교

32

(59.3)

40

(74.1)

27

(56.3)

35

(72.9)

59

(57.8)

75

(73.5)

7

(13.0)

11

(20.4)

2

( 4.2)

14

(29.2)

9

( 8.8)

25

(24.5)

성 교 육

내 용

청소년의 발달

월경

임신

이성교제

성병

가족계획

성윤리

기타

30

(55.6)

41

(75.9)

30

(55.6)

21

(38.9)

10

(18.5)

1

( 1.9)

7

(13.0)

1

( 1.9)

27

(56.3)

37

(77.1)

29

(60.4)

23

(47.9)

4

( 8.3)

8

(16.7)

10

(20.8)

1

( 2.1)

57

(55.9)

78

(76.5)

59

(57.8)

44

(43.1)

14

(13.7)

9

( 8.8)

17

(16.7)

2

( 2.0)

6

(11.1)

13

(24.1)

3

( 5.6)

7

(13.0)

1

( 1.9)

3

( 5.6)

5

(10.4)

12

(25.0)

5

(10.4)

9

(18.8)

1

( 2.1)

2

( 4.2)

11

(10.8)

25

(24.5)

8

( 7.8)

16

(15.7)

2

( 2.0)

5

( 4.9)

성교육시간 M 1.704 1.917 1.81 .509 .542 .525

성 교 육

실 시 자

양호교사

가정교사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기타

아버지

어머니

언니

14

(25.9)

25

(46.3)

1

( 1.9)

8

(14.8)

10

(18.5)

22

(45.8)

18

(37.5)

5

(10.4)

7

(14.6)

1

( 2.1)

36

(35.3)

43

(42.2)

6

( 5.9)

15

(14.7)

11

(10.8)

3

( 5.6)

9

(16.7)

7

(13.0)

1

( 2.1)

15

(31.3)

4

( 8.3)

4

( 3.9)

24

(23.5)

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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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성에 대한 경험 (사후조사)

대조군 실허군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이 성 교 제

자 위

키 스

성 교

임 신

성 적 폭 행 (강 간)

인 공 유 산

성 병

21(38.9)

2( 3.9)

1( 1.9)

2( 3.7)

·

1( 1.9)

·

·

21(43.8)

2( 3.7)

5(10.4)

1( 2.1)

·

·

·

·

42(41.4)

4 ( 3.8)

6( 6.15)

3 ( 2.9)

·

1(0.95)

·

·

식 점수는 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와 교육후 사후조사에서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영역별

평균점수에서 청소년의 발달이 평균점수 3.854점에서 5.604점으로 (t =- 8.17, p =.000), 성문제는

평균점수 2.333점에서 5.063점으로 (t =- 9.84, p =.000), 성윤리는 평균점수 4.313점에서 5.417점

으로 (t =- 5.05, p =.000), 모자보건은 평균점수 3.917점에서 7.979점으로 (t =- 12.60, p =.000), 결혼

과 가정은 평균점수 1.958점에서 2.667점으로 (t =- 5.28, p =.000), 또한 전체의 성지식 점수는

평균점수 16.375점에서 26.729점으로(t =- 13.52, p =.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대조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영역별 평균 점수에서 청소년

의 발달은 평균점수 3.907점에서 3.982점으로(t =- .32, p =.748), 성문제는 평균점수 2.407점에

서 2.574점으로 (t =- .59, p =.560), 성윤리는 평균점수 4.333점에서 4.463점으로 (t =- .73, p =.470),

모자보건은 평균점수 3.482점에서 3.648점으로 (t =- .46, p =.647), 결혼과 가정은 평균점수

1.907점에서 1.759점으로 (t =1.19, p =.237), 또한 전체의 성지식 점수는 평균점수 16.037점에서

16.426점으로 (t =- .48, p =.63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제 1 가설은 지

지되었다.

제 1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 등 (1984)이 교과외 시간으로 1주일 동안 10시간에 걸쳐서 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t =8.62, p < .01)(최 등, 1984), 서울

시내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한 이 (1986)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을 실시한 결과 성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0.46, p< .001)(이,

1986),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에 소재 하는 1개 인문계 여고 2학년 전 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주 1시간 총 24시간의 체육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방(1990)의 연구에서

도 지식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방, 1990).

이 (1992)의 연구에서도 대구시내 여상 2학년 여학생 각 10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치하

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지식이 집단간 검사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 (F (1.18)=6.08, p< .05)를 나타냈다고 하였다(이, 1992). 또한 초등학생 남녀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 (1987)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실시후의 지식 변화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아졌으며)p< .005)(김, 1987), 서울시내 1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10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 (1992)의 연구에서도 교육 전후의 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는 성지식을 전체적

으로 상당히 향상시켰으며 (t =- 27.43, p =.000)(강, 1992), 마찬가지로 서울시내 1개 공립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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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순선(1993)의 연구에서도 성교육후 성에 관한 지식점수는

교육후 유의하게 (t =- 22.61, p< .001) 높아졌다고 하였다 (박, 1993).

8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을 한 P arcel과 Luttm an (1981)의 연구에서는 성교육을 받은 후

사후조사가 6개월만에 실시되었는데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명백한 상승을 보여 주었으며,

받지 못한 학생들 또한 지식점수에 있어서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6개월간의 기

간으로 인한 자연적인 성숙과 두 그룹의 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비교 그룹이 서

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의해 새어 나갈 수

도 있어서 그런 영향이 온 것이라고 하였다 (P arcel, an d Luttm an , 1981).

Sheia 등 (1980)이 시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P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Gum erm an , Jacknik , an d Sipko, 1980), Carter와

F rankel(1983)의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교육과 fam ily life 교육을 실시한

후의 평가는 p =.05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Carter , and F rankel, 1980), W att s (1974)는

대학 성교육 코스의 세 교수방법을 비교했는데 세 그룹 모두 성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모두

나타났다 (Vacalis , Hill, and Greg , 1979).

Mim s 등 (1976)이 의과 대학생, 간호 대학생, 심리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 그룹이 사전 사후 평가에서 유의한 (p< .001) 지식 증가를 나타냈다(Mim s , Brow n , and

Lubow , 1976), P eg gy 등 (1984)의 4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표준화

된 도구로 세 번 측정하도록 주여졌는데 두 가지 도구 모두 사전과 사후 지식 점수에서 유

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6- 8개월 후의 추후검사에서는 지식변화가 없었다 (Sm ith , F lah erty ,

w ebb , and Mum ford , 1984).

이상의 연구는 성교육이 성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 제 2 가설 검증결과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을 것

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전후의 태도점수를 t - t est로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태도점수는 교육 실시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평균점수 2.867점에서 3.224점으로 유의하

게 높아졌으며 (t =- 8.75, p =.000), 대조군의 태도점수는 평균점수 2,900점에서 2,977점으로 약

간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t =- 1.72, p =.088)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2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1986)의 연구에서 교육 실시후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의 변

화가 유의하게(t =- 6.04, p< .001)나타났으며 (이, 1986),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 (1990)

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방, 199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1992)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한 결과 성에 대한 태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sub > 1.18</ sub > =26.20,

p < .01)가 나타났다고 하였다(이, 1992).

또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1992)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훈련을 받은 훈

련집단의 아동들은 성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성역할 정체감 형성

(t =2.47, p< .05)과 성역할 태도 변화 (t =6.90, p< .01)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김,

1992).

서울시내 1개 초등학교 5,6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한 강(1992)의 연구에서도 성태도에 관

한 11개 문항을 분석하고 반응의 경향을 알아본 결과 사전조사에서 평균점수 4,842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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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평균점수 10.397점으로 성교육 실시후에 전체적으로 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변했

다고 하였으며(강, 1992), 역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한 박 (1993)의

연구에서도 성교육후 성에 관한 태도점수는 교육후 유의하게 차이가 (t =- 13.69, p < .001) 있었

다고 하였다 (박, 1993).

P arcel과 Luttm an (1981)의 연구에서는 성교육이 성에 관계된 죄의식은 줄여주지는 못했으

나, 성에 관한 관심도에서 근심이 명백하게 줄었다고 하였다 (P arcel, an d Luttm an , 1981).

H och (1971)의 연구에 의하면 성교육이 가족계획과 피임, 타인의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인

정 및 인생에 있어서 성에 관계된 결정을 할 때 자신감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였고,

S am son (1977)은 성교육이 기치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실험

집단 학생이 대조집단 학생보다 성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으며, Crosby (1971)는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Kirby , 1980).

W att s (1974)는 대학 성교육 과정의 지식 획득과 태도 발달에 있어서 세 교수방법을 비교

했는데 강의와 독자적 공부 그룹에서 성에 관련된 태도에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

다고 하였다 (V acalis , Hill, an d Gray , 1979).

의과 대학생, 간호 대학생, 심리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Mim s 등 (1976)의 연구에서

는 전체 그룹이 S KA T 전 항목에서 유산에 대한 태도만을 제외하고 이성관계, 성적 신화,

자기애의 태도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P < .001)를 나타냈다고 하였다(Mim s , Brow n , an d

Lubow , 1976).

이상의 연구는 성교육이 성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교

육은 성에 대한 태도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조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 (1987)의 연구에서 성교육을 실시후 성역할

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 남성 우월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교육전보다 감소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김, 198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 등 (1984)의

연구에서도 성교육후 성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최

등, 1984). 이는 W oods 등 (1975)의 성교육 과정이 성에 대한 지식 축적을 위해 학생들을 돕

는데 효과적이나 태도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W oods , an d M an dett a , 1975), 단기간의 성교육을 통한 성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로 일치되

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또한 정확한 지식이 개인의 인식, 태도 가치관을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전, 1974) 태도는 변화되리라 여겨진다.

사춘기에 형성된 태도여하가 일생동안의 성에 대한 태도를 좌우하며 (김, 1986),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죄우된다고 할 때 (김, 1986 : 이, 1985) 사춘기, 청소년기에 받는 성교육

이 성행동의 관심과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 성교육을 받은 경험 과 성에 대한 경험

<표 8> 에 의하면 90.2%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귀현

(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72.9%보다 높은 수준이나 교육받은 시간을 비교해 볼 때 1.81시

간으로 이귀현의 1- 2시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73.5%의 학생이 응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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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임신(57.8% ), 청소년의 발달 (55.9% ), 이성교제 (43.1% )의 순이었다. 교육실시자는 가

정교과 교사가 42.2%로 갖 높았고, 양호교사 35.3% , 일반교과 교사 14.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는 28.4%의 학생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귀현의 25.4%와 비슷한 수준이

다. 중학교때 가정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24.5%이며, 어머니에게 23.5%의 학생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에 24.5%의 학생이, 이성교제에 15.7% , 청소년의 발달에 10.8%의

학생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받은 시간은 0.525시간으로 한 시간이 채 안되

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성에 대한 경험실태는 본 연구에서 이성교재가 41.4%로 조(1981)의 연구에서 나타난

70.8%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서울의 고등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때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겠다. 이 (1986)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 57.9% , 한 (199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

제의 경험이 36.3%로 나타났으며, 정(199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46.2%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임신, 인공유산, 성병 경험은 없고 자위경험은 3.8% , 키스경

험 6.15% , 성교경험은 2.9% , 성적폭행 (강간)경험 0.95%로 이 (1986)의 연구에서의 자위경험

21.9% , 키스 경험 11.4% , 성교경험 7.9% , 강간 및 성병 경험은 각 0.6% , 성교경험 7.7%보다

대부분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성교육이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고등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고,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업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급 54명을 실험군으로, 역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상업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급 54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1993년 5월 22일 실험군

대조군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험군에게는 5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0시간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실험군 대조군 모두 7월 20일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

서 사전조사에 54명, 사후조사에 역시 54명,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54명, 사후조사에서 48

명이었으므로 사후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6명의 통계값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의 통계대상에서 제외하여 48명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문교부의 성교육 지도자료와 관

련문헌 그리고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의 발달, 성문제, 성유닐, 모자보건, 결혼과 가

정 등 5영역의 내용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 및 내용을 보완

하기 위한 보완자료로 V .T .R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

용했던 질문지 내용 중에서 발췌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또 일부는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교육 실시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1 가설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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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t =- 14.11, p =.000).

제 2 가설 성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에 대한 태도 점수

가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t =- 6.15, p =.000).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90.2%였으며, 교육시기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것

으로 나타나 73.5%의 학생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내용으로는 월경에 76.5% , 임신

에 57.8% , 청소년의 발달에 55.9% , 이성교제에 43.1%의 학생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교육 실시자는 가정교과 교사가 42.2%였고, 양호교사가 35.3%였으며, 교과담임교

사가 14.7%였다. 그런 성교육을 받은 시간은 평균 1.81시간으로 두 시간이 채 안되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28.4%였으며, 성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는 중학교시

기로 24.5%의 학생이 중학교 때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은 월

경으로 24.5%의 학생이 받았고, 이성교제(15.7% ), 청소년의 발달 (10.8% )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성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어머니로, 23.5%의 학생이 어머니로부터 성교육

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시간은 0.525시간으로 한 시간이 채 안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성교육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하고 체계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유사실험 연구가 계속 축적되어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교육과정상에 있어 각 관련교과에 분산되어 단편적이고 미온적이며 효과적인 성교육이

되지 못하는 성교육과정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시간을 배정해야 한

다.

3 ) 성교육 전담교사로 양호교사가 바람직하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속적인 현직여수를 통

하여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4 )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성교육 교재 및 교구가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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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T he E ffec t of S ex E duc ation for

Hig h S chool Girls ' Know le dg e

and A ttitude re lated to S ex

Kim , Yon g Ja·Lee, H ae Kyung

Kim , Young Ja : M ajor in Nur sing Edu cat ion , Graduat e S chool of Edu cat ion

Chun gn am N ational Univ er sity , T aejon , Korea

Lee, H ae Kyun g : Nur sing Departm ent Chungnam Nation al Univ er sity

T h e problem relat ed t o sex is closely conn ect ed w ith hum an life . It is im portant t o

acquire accurat e sexu al know ledg e an d desirable at titu de specially during adolescence, in

the phy sical, psy chological an d em otion al ch angin g period . T his stu dy w as m ade to find

out the high school girls ' kn ow ledge, at t itude an d ex perience relat ed to sex , and to

support th e progress of sex edu cat ion at sch ool in th e future.

T h e design w as nonequiv alent control pret est - postt est in the quasi- ex perim ent al

design . In current study , the subj ect s w ere 102 gir ls from the 1 st grade of gir ls '

com m ercial high school. It w as control group 54 an d ex perim ent al group 48. T o t each

the ex perim ent al group, th e sex edu cat ion program w as combin ed th e sex educat ion

program m ade in Korea Edu cat ion Dev elopm ent In stitut e, Inform at ion of sex edu cat ion

by the Minist ry of Edu cat ion , oth er con cerning articles and previou s stu dies .

T h e research t ool w as a quest ionn air e based on th e liter ature r eview . T h e

pretest - postt est w as giv en t o the tw o group s . T he sex edu cat ion had been t aken for the

experim ental group but n ot been taken for the control group.

T h e dat a w as collect ed from M ay 22, 1993 t o July 20, 1993 an d w as analy zed throu gh

spss < sup> pc</ sup> . T h e fr equ ency , x < sup> 2</ sup > - t est and t - t est w ere calculat ed .

Summ arized fin din g 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s : groups before sex edu cat ion .

1. Reg ardin g the fir st hypothesis w as support ed as follow in g :

"T he scores of sex ual kn ow ledge in th e ex perim ent al group w h o w a s giv en sex

edu cat ion w ill be higher th 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w ho w a s n ot giv en ." (t =- 14.11,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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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g ardin g the secon d hypothesis w a s supported as follow in g :

"T he scores of th e att itu de t ow ard sex in the ex perim ent al group w ho giv en sex

edu cat ion w ill be high er th an those of th e control group w ho w as n ot giv en ." (t =- 6.15,

p =.000)

T h e result of th is study su gg est s that it is so necessary th at school nur ses sh ould

t each about sex regularly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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