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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필요성 및 목 적

성은 인격과 결합되어 있고 생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사회성을 내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

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신연식, 1971).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며 인간의 평등을 성에 의해 좌절시키고, 올바른 성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급격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의 필연적 결과인 성개방 풍조, 다양한 성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하여 부적절한 대응의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근래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피해자 대

부분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고, 가해자 역시 청소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의 생리적 현상의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의식과 성도덕의 윤리적 측면까지를 포

함하는 인간 교육의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의 성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는 종래의 13- 14세에서 10- 11세로 하향되어 있어 여학생의 경우 국

민학교 5·6학년에 이미 유방이 표출되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며,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과반수

이상의 여학생이 초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혜진, 1987). 특히 김옥란(1987)은 이들

의 초경의 경험에 대한 반응은 놀라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와 같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어른이 된 느낌이었다와 같은 긍정적 반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학생

의 경우도 2차적 성 특징이 발현되는 시기가 대개 11- 16세로 보고 되며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13

세 여성들에게 음모가 발생되고 첫 사정을 경험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

나(장선길, 1980), 대부분의 학생이 몽정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극소수이기는 하나 몽정을 경험

하고도 몽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옥란. 1987).

김옥렬(1992)의 연구에서 초경과 몽정의 경험시 남녀의 반응이 병이 난 줄 알았다와 놀라고 불안했

다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옥철(1990)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월경과 몽정에 대해서는 나쁜 느낌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성정보의 습득 과정을 보면 정규적으로 체계화 된

성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친구나 잡지, 신문, 라디오, T V를 통한 비계획적, 비체계적인 정보의 습득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ouglas , 1980; Her shel, 1982; 이귀현, 1985; 김옥란, 1987; 홍길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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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자연스런 생리적 과정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과정

이 부족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잘못된 성지식의 습득으로 바른 성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한편 성장 가속화로 사춘기 연령이 평균 2년쯤 빨라져서 국민학교 5·6학년에서부터 사춘기의 특징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이원구, 1986),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뿐 아니라 시기가 제고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아동은 변화를 부

끄럽고, 이상하게 여기며 심각한 고민과 의문, 혐호감 등으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사

춘기의 경험 연령이 하향되고 있는 점과 친구나 왜곡된 성정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정규 교육 과정이

시작되는 국민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교육의 시기를 국민학교 과정으로 하향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이옥철, 1990).

먼저 성교육 시기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민학교 학생(신영란, 1987)과 국민학교 학부모(신

영란, 1987; 서근석, 1988; 이중범, 1993)모두가 국민학교 고학년인 5·6학년에서 성교육을 실시해 주기

를 원하였고, 고교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은정(1990)역시 생식기의 구조와 신체적 정

서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학교 4- 6학년 때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 내용이 되어

야 한다. 실제로 국민학교의 성교육은 아직까지 교육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고 , 교육 계획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홍길우, 19890, 상황에 따라 특정 시간에 실시하거나 관련 교과 시간

에 조금 언급되는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며, 성교육의 방법도 대부분 강의나 면담 등의 언어 중심의 방법

을 택하고 있다(이병암, 1990).

박은희(1990)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방법을 조사한 결과 강의에만

의존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고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성교육 실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성교육 지도 자료(교육부, 1983)가 각급 학교에2부씩 배부되어 있고 이내용을 중심으

로 성교육 지도안도 마련되어 있으나 그 활용 정도에 대하여 김정옥(1989)은 성교육과 관련있는 교사임

에도 불구하고 지도 자료를 읽거나 사용한 경험이 없는 교사도 있으며, 사용하는 교사의 경우도 전적으

로 성교육 지도 자료에 의거하여 가르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수준은 그 정도로 하되 내

용을 발췌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성교육 지

도 자료의 내용을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의 성격 성숙의 가속화 경향

을 현 성교육 지도 자료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도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성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국민학교 성교육 계획과 실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성 교육 지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2 . 연구문제

1)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태도에 미치는 영행은 어떠한가?

3 . 연구가설

1)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2)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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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용어의정의

1) 성교육: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있는 인간 사회에서 사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남녀가 각

성의 특성과 역활을 이해하고 신뢰, 존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관계 중에서도 특히 남녀간의 인

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동시에 올바른 성의식, 분별 있는 성습관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건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으로(교육부, 1983), 본 연

구에서는 성교육 목적에 따라 본 연구자가 국민학교 학생의 발달 수주에 적절하도록 작성한 생명의 탄

생, 몸과 마음의 성장,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 남녀 역할과 협력, 성폭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교

육 자료를 이용한 일련의 교육 과정으로 정의한다.

2) 성지식: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관한 사실 관념의 총합을 말하

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성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문항을 구성하고, 김옥란(1987)과 강희

경(1992)의 질문지 문항을 발췌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성지식 도구에 의해 특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3) 성태도: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행을 말하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근거로 작성한 태고 문항과 주진규(1992)와 박순선

(1993)의 태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개발한 성태도 도구에 의해 특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Ⅱ .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국민학교 성교육현황, 성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성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 국민학교 성교육 현 황

성교육은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이나 성행위에 대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의 여러 면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균형있는 개인의 생리 생활과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남녀의 애정 교육이자 인간 교육이다(주정일 및

백경림, 1984).

이화연(1991)은 성교육은 우리 몸의 성적인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차별로 인한 여성 소외, 남성의 권위적인 태도 등의 문제

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 실천하기 위한 성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정옥(1989)역시 성교육을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성행동

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간 완성을 지향하는 인격 교육으로 특히, 학교 성교육을

일생을 통하여 완전한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하는 전인 교육의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간 발달과 사회 생활에서의 인간 관계에 관한 교육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의 목적은 인간 사회와 가정은 남녀의 협력과 역할의 분담으로 영위되는 것이므로 남

녀는 평등하다는 전제아래 양성이 서로 이해하고 존경의 자세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익혀 장래 보다 나은 사회인, 가정인으로 기르는데 목적이 있고 (장윤, 1982; 박주희, 정성용 및

황응연, 1992), 성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나 타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두어야 한다(최연순, 1985).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성교육은 소년 소녀들이 자기들의 성의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택을 가능케

하는 지식과 태도를 개발함과 동시에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성적 역

할을 두려워 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를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인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도와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경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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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 성교육의 현황은 그 양적 측면이나 내용의 질적 측면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다.

먼저 국민학생의 성교육의 실시율을 보면 김정옥(19880은 91.7% , 김재홍(1988)은 98% , 홍길유

(1989)가 76.4%로 높지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

다.

또한 성교육의 실시율이 높다고 전제한다 하여도 성교육의 실시 계획이 학교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홍길유, 1989) 체계적으로 계획된 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교과 시간에 언급되는 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병암, 1990)그 실시 방법도 일방

적인 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박은희, 1990), 형식적인 성교육에 그치거나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고 실시하더라도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관련 문헌으로부터 살펴보면,

첫째,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준비 결여로 인한 문제이다.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성의 전통

적 도덕 관념으로 성을 은폐시키려 하거나 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무지로 인해 성을 멸시하는 견해를

가지므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자연스러운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조성자, 1987)과, 성교

육을 실시한다해도 대다수의 교사가 성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교사 자신들이 성교육 연수를 필요로하고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교

내·외의 연수를 받은바가 없다는 보고(홍길유, 1989; 박은희, 1990; 이병암, 1990)와 성교육에 관한 지

식을 교육과 관련된 서적에서 얻기도 하지만 잡지, 라디오, T V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는

교사도 상당수가 있다(홍길유, 1989)는 보고에서 예측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성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경로로 부모나 교사로부터 습득하는 경우보다

T V ,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습득하거나 아동등의 동료 집단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홍길유, 1989; 강희경, 1992; 이귀현, 1985)체계적 교과 과정을 통한 성정보 습득보다 비 정

규적 방법을 통해 성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입증해 주고 있다.

둘째, 성교육 운영에 관한 문제로 성교육의 계획 수립, 시간의 확보, 자료의 부족 등의 문제이다. 홍길

유(1989)는 서울 시내 국민학교 중 26개교에 근무하는 교사 43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 학

교 교육 계획에 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거의 대다수의 교사가 성교육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병암

(1990)은 광주 및 전남 소재 공립국민학교 남녀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교육의 실시 시

간은 특정 시간이 없어 상황에 따라 실시하거나 관련 교과 시간에 실시하며 지도 방법은 대다수가 언어

중심의 강의나 면담으로 되어 있고 성교육 자료로도 부족하여 학년별, 발달 단계별 아동 수준에 알맞는

성교육 지도 자료가 충실히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이다. 이병암(1990)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는 도시에서는 양호교사, 비도시에서는 담임교사가 성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길유(1989)의 보고에서도 국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보다는 양호교사인 것으로 응답하여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

사는 양호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옥철(1990)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자들이 성교육 담당자로 양호교사를 원하고 있으며, 이인영(1987)역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서도 양호 교사를 성교육 전담자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양호교사임에도 불고하고 성교육이 교과 과정 속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실시한다고 해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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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년말 특별 시간으로 한, 두 차례 치러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각급 학교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 학교간에도 상당한 편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현재 국민학교 성교육 현황은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으며, 아직도 교사들이

성에 대한 금기와 무지한 상태로서 성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수가 적고, 학습자료의 미흡과 교육과정에

서 독립된 교과로서 운영되지 못하므로 성교육 운영이 체계적으로 연계성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을 알 수 이싸.

2 . 성교육의효과

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선행 연구중에서 대상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 및 그 결과에 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Dem ertri (1979)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128

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성에 관해 2가지 교수법의 효과를 보았다. 즉, 한 그룹은 인간의 성에 관한 책을

혼자서 읽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책을 일고 난 후 매주 5시간씩 6주간의 토론을 실시하였는데 성지식의

습득 정도는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차가 없고 같은 수준의 지식을 취득하였으나 토론을 실시한 그룹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정신

성적인 가치가 명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에 속하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이귀현(1985)은 여고 1년생 120

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 자료(교육부,1983)를 사용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성문제, 성윤리, 모자보건

의 내용으로 1회 2시간에 걸친 강의가 대한 적십자사에서 제작한 청소년의 성이란 50매 슬라이드를 보

도자료로 이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성교육을 실시한 1주 후 효과를 보았는데 지식과 태도에서 유

의한 변화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방미라(1990)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로 인문계여고 2년생 548명에게 매주 1시간씩 24시간에

걸쳐 성교육 학습 지도 자료(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1982)를 중심으로 한 성교육을 실시한 후 이와 유

사한 다른 인문계 여고 2년생 987명과의 성지식과 성태도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교육을 실시한 여

고생들의 성지식이 향상되고 바람직한 성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윤도, 김성훈, 안양희 및 이종일(1984)은 청소년들을 위해 1983년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모자보건, 성문제, 성윤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문제에서

성병의 내용과 모자보건의 일부는 대한 가족계획협회의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실험수업을 1주간 10시간

에 걸쳐 서울, 창원의 남녀 공학 고등학교 1학년 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고 성에 대한 지

식은 실험군의 점수가 통제군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에서는 혼전

성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들 청소년 중기와 말기에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교육 제공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의 성교육 내용은 성교육 지도자료(교육부, 1983)에 서 제시된 청소년기의 발달, 성문제, 성윤리,

모자보건으로 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으로 구성되었고 성교육 방법은 슬라이드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

과 정신 성적 느낌을 서로 의사소통하도록 하는 토론식 수업이었다.

한편, 청소년 초기에 있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보면 먼저, 김옥란

(1987)은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 자료(교육부, 1983)을 이용하여 월경, 몽정, 임

신 및 출산에 관한 생리적인 차이와 남녀평등, 남녀간에 협조해야 할 일등의 내용으로 1시간의 성교육

을 실시한 뒤 2주 후 학생의 성지식과 성역활에 대한 태도를 교육전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여 성지식은 아니나 남녀 모두 남성 우월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교육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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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1992)은 국민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성교육 지도 자료(교육부, 1983)에 있는 내용으로 관

련문헌을 참고하여 성장의 기쁨, 나와 자연이라는 내용을 3창 해당하는 강의안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4

주간 6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3회(1, 3, 5차)는 교사 중심의 토의식 수업으로, 3회(2, 4, 6)는 한

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VT R자료를 이용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성지식이 향상되었으며

성교육 실시 후 성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박순선(1993)도 사춘기에 있는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배부한 성교육 지도

자료(교육부, 1983)를 이용하여 성장의 기쁨, 나와 자연이라는 내용으로 성장의 기쁨은 1·2차시에, 나

와 자연은 3차시에 각각 강의와 대한가족 계획협회에서 제작한 궁금해요라는 비디오를 사용한 성교육

을 실시하였고 1, 2차 강의가 끝난 수 소중한 우리들 (이원구, 1987)이라는 국민학교 5, 6학년 성교육

교재를 1권씩 배부하여 가의 내용을 읽도록 한 결과 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대상자 중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아동이 받지 않은 아동보다 성지식이 높고, 성태도도 긍정적이었으므로 성교육이 국민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가정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바람짓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조연순(1989)은 도시 저소득층의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사전

성지식과 성태도에 관한 질문을 토대로 상(19명), 하(13명)의 두집단으로 나눈 뒤 공부방이라는 학교 이

외의 시설에서 3주간 17시간 걸쳐 다양한 그림과 사진 스크랩북, 막대인형, 인형과 인형옷, 카세트 테

잎, 역할 놀이, 동화와 같은 학습 자료와 영역별로 6명의 초등교육전공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간과 실시후 관찰의 방법을

통해 아동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본 결과 아동들의 성지식의 향상과 성역할인지에 긍정적

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 성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성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박기석(1990)은 국민학교

5·6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모듈학습 지도 방법에 의한 성교육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듈학습 지

도 방법에 의해 교육하는 것이 일체학습 지도 방법에 의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아동의 성지식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듈학습 지도 방법은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 학습

자가 ry tnahrby의 도달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도록 구성된 자학, 자습하는 교수방법으로 학습 목표, 학

습자의 수준을 알기 위한 사전검사와 교수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사후 검사지, 정답 등으로

이루어진 목표 지행적 교수 자료이다.

이상의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돼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요약하면, 먼저 성교육 내용은 성교

육 지도 자료(교육부, 1983)에서 제시한 성장의 기쁨Ⅰ(남녀 어린이의 2차 성징과 정장에의 바른 관리),

성장의 기쁨Ⅱ(몸과 마음, 어린이의 성장), 나와자연(생물의 번식과 생장, 사람의 탄생과 혈연, 자연과

인간)과 조연순(1989)의 성교육 분위기 조성, 생물학적 성, 가족관계, 안전과 위생교육, 건전한 성태도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교육 방법은 대부분 VT R을 이용한 강의식 수업과 교사 중심의 토론식 수업의 형태를 취하는 일제

식 학습 방법을 사용하였고 박기석(1990)만이 개별화 학습방법인 모듈학습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으로부터 국민학생의 발달단게에서 적합한 성교육의 내

용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한 성교육을 제공하여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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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

를 위한 설계는 지식이라는 변수의 특성이 갖는 반복 측정으로 인한 시험효과(T esting et tect )의 문제

와 대상자가 같은 학교에서의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대상자간의 실험효과의 확산(Contamination )의 문

제등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조군에게는 사전조사만을 실시하고 실험군에게는 서

전조사없이 성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모의 대조군 전후 셀계(simulated controal

group pretest - posttest design )이다.

2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강북에 위치한 일 사립국민학교에 재학하는 6학년 남학생 68명, 여핫생

62명, 모두 13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짝수 반을 대조군, 홀수 반을 실험군으로 무작위 할당하였

다.

3 . 연구도구

1) 성교육

본 연구에서의 성교육 내용의 개발 과정은 성교육 교재의 개발, 관련 시청각 자료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성교육 교재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자는 교육부(1993)에서 장삭 자료로 제작하여 교사용으로 각

급 학교에서 배부한 국민학교 성교육 자료, 중학교 성교육 자료, 김정욱(1989)이 제시한 국민학교 성교

육의 지도 내용과 조연수(1989)의 도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민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제

시한 내용을 토대로, 생명의 탄생, 몸과 마음의 성장,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 남녀 역할과 협력, 성폭

력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성교육 영역, 각 영역의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을 설정하였다.

각 영역별 내용 구성은 교육부(1993)가 제시한 국민학교 성교육 자료의 내용 수준을 고려하고 김정옥

(1989)과 조연순(1989)이 제시한 셍교육 지도 내용 및 관련 성교육 문헌(교육부, 1993; 김남선, 1992;

이원구, 1987; 장윤, 1982; 주정일, 백경임, 1984; 박준희 외, 1992; 이화연, 1991)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자는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라는 교재로 개발하였다.

시청각 자료는 OHP자료와 VT R필름 및 재편집으로 구성되었는데, OHP자료는 국민학교 성교육 자

료(교육부, 1993)와 성교육 지침서(장윤, 1985)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VT R필름의 생명의 탄생, 몸

과 마음의 성장,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 남녀의 역할과 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서 제작한 임신의 과정과 분만, 남녀 신체의 변화인 월경과 사정현상, 남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임

교사와 양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꾸민 궁금해요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제작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알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싫은 느낌을 갖게 할 경우 분명하게 알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싫은 느낌을 갖게 할 경우 분명하게 싫다

고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을 인형극 형태로, 그와 같은 성폭력의 상황시 부모님과 상의하도록 권유하는

역할극 으로 구성된 내 몸은 내가 지켜요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직접 관람을

통해 중복 내용 및 본 연구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의 재 편집 과정을 거쳤다. 상영 시간은

궁금해요는 15분, 내 몸은 내가 지켜요는 25분으로 구성되었다.

6차에 걸친 성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성교육에서 성교육의 바른 개념을 알려주고 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수

업을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탄생에 대해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하여 수정과 착상, 임신,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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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정자와 난자의 모습, 착상과정의 모습, 태아의 모습을 OHP자료 그

림으로 제시하였다.

2차 성교육에서는 남녀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성장으로 저학년 때와 다르게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남

녀의 차이로 인식하고 사춘기를 밝게 맞이할 수 있도록 1차 성징과 2차 성징, 남녀 몸의 변화를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느끼는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스스로 사춘

기 남녀의 몸가짐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내용을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뇌하수체, 호르몬

에 의한 유방팽대 모습 및 남녀의 몸을 OHP자료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3차 성교육에서는 여자의 변화로 여성 생식기 구조와 기능, 월경의 생리, 월경통과 월경불순, 월경시

주의사항을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여성 생식기의 구조를 OHP자료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4차 성교육에서는 남자의 변화로 남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사정의 생리, 포경과 포경수술을 강의

식 수업으로 진행하고 남성생식기의 구조를 OHP 자료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5차 성교육에서는 남녀의 역할과 협력에 관한 것으로 남녀의 소중함과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좋

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8∼9명 소그룹으로 나누어 남녀의 역할과

능력, 직업,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뒤 앞으로 남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가를 중심으로 결론을

유도한 토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그 동안의 수업을 정리하여 요약 궁금해요를 사양하였다.

6차 성교육에서는 성폭력의 뜻, 예방법, 대처방법에 관하여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후 한국 성폭력상

담소에서 제작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 몸은 내가 지켜요를 상영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질문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성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은 신체적 변화의 경험 및 태도, 성정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3) 성지식 도구

성지식의 측정은 김옥란(1987)과 강희경(1992)의 성지식 도구, 관련 성교육 연구 문헌과 본 연구의

성 교육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20문항의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20문항은

생명의 탄생, 2차 성징, 남자와 여자의 몸의 변화 및 생식기의 구조에 관한 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을 했을 경우 1점, 모르겠다와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이 도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정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수 대상자와

는 다른 인근의 국민학교 6학년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 s

alpha가 .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 s alpha가 .87이었다.

4) 성태도 도구

성태도의 측정은 조진규(1992)와 박순선(1993)의 성태도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성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13문항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태더, 남

녀 협력과 성에 관한 태도, 성 주체의식과 윤리의식 영역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응답자의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었으며, 성에 관한 긍정적 태도는 5점, 부정적 태도는 1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부정

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이 도구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자

연스럽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처음에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 대상와는 다른 인근의 국민학교

6학년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 s alpha값이 증가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새 문항을 첨가하는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된 1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본 조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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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완성된 1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본 조사에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가 .78로 나타났다.

4 .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5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 까지로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

다<그림1>

< 그림1> 본 연구의 설계 및 진행과정

사전조사 처 치 사후조사

실험군 X 1→X2→X 3→X4→X 5→X6 Y e 2

대조군 Y c 1

X 1 :성교육 오리엔테이션과 생명의 탄생 Y c 1 : 일반적 특성질문지

X 2 :몸과 마음의 변화 성지식 질문지

X 3 :여자의 변화 성태도 질문지

X 4 :남자의 변화 Y e 2 : 일반적 특성 질문지

X 5 :남녀의 역할과 협력(비디오 상영) 성지식 질문지

X 6 :성폭력 예방법(비디오 상영) 성태도 질문지

먼저, 3월 13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 질문지, 성지식 도구 및 성태도 도구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조사 2일 후부터 실험군에게 성교육을 2∼4일 간격으로 1회 40분씩r 6차에 걸쳐 3주간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마지막 성교육이 끝난 직후인 3월 31일 일반적 특성 질문지, 성지식 및 성태도 도구로 측정

하였다.

연구자는 실험 도중 초래될 수 있는 내적, 외적 타당도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험 상황을 다

음과 같이 통제하였다.

가) 호오손 효과의 방지를 위하여 성교육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였고 사후 조사

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 실험 대상이 되고 있름을 강조하지 않았다.

나) 사전 조사와 사후조사의 기간의 간격을 18일로 최소화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간의 간격이 길

어서 나타날 수 있는 우연한 변수의 개입과 대상자 성숙으로 인한 효과를 최소화 하였다.

다) 시험효과와 실험처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에게는 사전조사만을 실시하고 실험군에

게는 사후 조사만을 실시하였다.

5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카드에 기호화한 후 pc-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변화, 성정보 관련 문항은 실수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나) 성지식 점수와 성태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Hom ogreneity )검증을

위해 x 2 -test와 t - test를 이용하였다

Ⅳ . 연구결과

1 . 국민학생의 일반 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국민학생의 일반적 특성의 다음과 같다<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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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수 : 130명

특성 구분
실험군(수=65) 대조군(수=65) t또는

x2값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3 50.8 35 53.8
여 32 49.2 30 46.2

연령 13.0 0.12 13.0 0.18 0.57

부의연령 35이상30이하 8 12.3 43.1 4.21 7 10.8 42.5 3.74 0.41
40이상44이하 36 55.4 41 63.0
45이상 18 27.7 11 17.0
무응답 3 4.6 6 9.2

모의연령 30이상34이하 1 1.5 39.8 3.04 0 .0 39.9 3.04 093
35이상39이하 31 47.7 26 40.0
40이상44이하 23 35.4 29 44.6
45이상 5 7.7 3 4.6
무응답 5 7.7 7 10.8

부의직업 자영업 36 55.4 30 46.2 4.42
회사원 17 26.2 26 40.0
공무원 7 10.8 3 4.6
전문직 4 6.1 6 9.2
무응답 1 1.5 0 .0

모의직업 주부 42 64.6 39 60.0 0.82
직장 20 30.8 26 40.0
무응답 3 4.6 0 .0

부의학력 중졸이하 1 1.5 0 .0 2.50
고졸 22 33.9 17 26.2
대졸이상 40 61.5 48 73.8
무응답 2 3.1 0 .0

모의학력 중졸이하 5 7.7 1 1.5 3.16
고졸 29 44.6 32 49.3
대졸이상 26 40.0 31 47.7
무응답 5 7.7 1 1.5

결혼상태 결혼 62 95.4 65 100 1.01
이혼 1 1.5 0 .0
무응답 2 3.1 0 .0

부모생존 부모생존 64 98.5 65 100 1.01
부만생존 1 .0 0 .0
모만생존 2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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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태 상 17 26.1 29 44.7 5.92*
중 46 70.8 34 52.3
하 0 .0 1 1.5
무응답 2 3.1 1 1.5

형제관계 혼자 6 9.2 14 21.5 3.78*
형제 59 90.8 51 78.5

신체변화 있다 39 60.0 36 55.4 0.28
없다 26 0.0 29 44.6

먼저 실험군인 65명의 국민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50.8% (33명), 여자가 49.2% (3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3.0세 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43.2세로 40세이상 44세 이하가 55.4% (36명)로 가장 많았

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9.8세였고 35세 이상 39세 이하가 47.7% (3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46.2% (30명), 회사원이 26.2% (17명)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

부가 64.6% (42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3.8% (22명), 대졸 이상이 61.5% (40명)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4.6% (29명), 대졸 이상이 40.0% (26명)로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나타냈다.

부모의 결혼 상태와 생존 여부는 이혼이 1명,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부모 모두가 생

존해 계시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는 중이 70.8% (46명), 상이

25.2%이었고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체 변화가 있는 경우가 60% (39명), 없는 경우가 40% (26명)로

나타났다.

대조군인 65명의 국민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53.8% (35명), 여자가 46.2% (3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3.0세 이었다. 아버지의 평균은 42.5세로 40세 이상 44세 이하가 63.0% (41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의 연령은 평균 39.9세 였고 35세 이상 39세 이하가 40.0% (26명), 40세이상 44세 이하가 44.6% (29명)

로 나타났가.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40.0% (26명)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대부분의 주부로

60.0% (39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26.2% (17명), 대졸이상이 73.8% (48명)로 가장 많아 비교

적 높은 학력 수준을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졸이 49.2% (32명), 대졸이상은 46.2% (31명)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상태는 중이

52.3% (34명), 상이 44.6% (29명)으로 나타났다. 형제 관계는 혼자인 경우 21.5% (14명), 형이 있는 경

우 33.8% (22명), 없는 경우가 44.6%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 실험군과 대조군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 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을 x2 - test와 t - t est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

실험군과 대조군의 국민학생의 연령, 부모의 연령,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결혼 상태, 부모의 생존여부,

신체적 변화 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학생의 경제 상태

(x2 =5.92, P =0.052)와 형제 관계(x2 =3.78, P =0.052)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 가설검증

가. 제 1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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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

dut - 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2>

< 표2> 성교육 전·후 국민학생의 성지식 차이검증

* *P < .001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대조군 65 8.27 3.09 11.99* *

실험군 65 15.68 2.32

성교육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지식 점수를 보면, 성교육 전의 대조 군의 성지식 점수는

평균 8.27점, 성교 육 후의 실험군의 성지식 점수는 평균 8.27점으로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11.00, P =.001).

그러나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에서 일반적 특성중 경제 상태와 형제 관계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통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성교육 제

공에 따른 T ype Ⅲ SS에 대한 F값이 16.52(P =.00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Ⅰ은 지지되지었다<표3>

< 표3> 공변량을 통제한 실험군.·대조군간의 성지식 차이검증

**P < .001

M ain effect s : 성교육 유무

Cov ariat es : V 1 :경제 관계

V 2 :형제 관계

df S S M S F값

M ain effect s 1 661.42 661.42 16.52*

Cov ariat es :
V 1 1 4.04 4.04 .75
V 2 1 123.78 123.78 .08

나. 제 2가설 검증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t - test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

성교육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태도 점수를 보면, 성교육 전의 성태도 점소는 평균 45.39점,

성교육 후의 실험군의 성태도 점수는 평균 51.80점으로 두 군간에는 토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 =5.08, P =0.0001).

< 표4> 성교육 전·후 국민학생의 성태도 차이검증

* *P < .001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대조군 65 45.39 6.79 5.08* *

실험군 65 51.80 5.99

그러나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검증에서 일반적 특성중 경제 상태와 형제 관게

에서 tfgjarn s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통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성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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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T ypeⅢ SS에 대한 F값이 3.52(P =.0628)로 두 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

교육이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Ⅱ는 기각되었

다<표5> .

< 표5> 공변량을 통제한 실험군·대조군간의 성태도 차이검증

M ain effect s : 성교육 유무

Cov ariat es : V 1 :경제 관계

V 2 :형제 관계

df S S M S F값

M ain effect s 1 265.15 265.15 3.52
Cov ariat es :

V 1 1 .20 .20 .00
V 2 1 .18 .18 .00

4 . 추가분석

추가 분석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국민학생 130명이 경험한 신체 변화의 내용, 신체 변화에 따른 반

응, 상담을 의뢰하는 대상 및 성정보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6> .

< 표6> 국민학생의 신체변화, 성 상담 대상 및 성 정보 출처 수:130명

특 성 구 분 대상자 실수 백분율

경험한 신체 남자 : 변성 68 14 20.6
발모 11 16.2
동정 0 .6

여자 : 유방발육 62 45 72.9
월경 9 14.5
발모 8 12.9

신체변화를 자랑스럽다 74 6 8.1
경험한 느낌 어른이 된 것 같았다 14 18.9

아무렇지도 않았다 16 21.6
잘 모르겠다 9 12.2
부끄러웠다 17 23.0
불안했다 6 8.1
기타 6 8.1

신체 변화가 다른친구가 부럽다 51 2 3.9
없는 것에 누구에게나 생기며

10 19.6
대한 느낌 개인차가 있다

아무렇지도 안다 35 68.6
없을까봐 고민된다 1 2.0
기타 3 5.9

신체 변화에 부모 126 53 42.1
대한 상담자 선생님 5 4.0

친구 12 9.5
의논하지 않는다 46 36.5
기타 1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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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보의 출처 부모 123 54 43.9
선생님 72 58.5
친구 35 28.5
성교육동화 37 30.1
잡지·신문 14 11.4
라디오·T V·비디오 21 17.1
들은 적 없다 6 4.9
기타 7 5.7

먼저, 국민학생이 경험한 신체 변화의 내용을 보면, 남학생 68명중 변성 20.6% (14명), 발모 16.2% (11

명), 몽정을 경험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 62명중에는 유방발육 72.9% (45명), 월경

14.5% (9명), 발모 12.9% (8명)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 국민학생의 반응으로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18.9% (14명), 자랑스럽다

8.1% (6명), 아무렇지도 않았다 21.6% (16명)으로 48.6%만이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을 보

인 반면, 부끄러웠다 23.0% (17명), 불안했다 8.1% (6명)로 31.1%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을 보였다.

신체의 변화가 없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88.2% )의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누구에게나 있는 개인

차로 인정하고 있으나 비록 극소수(5.9% )이기는 하나 부럽다거나 없을까봐 고민이 된다라고 응답한 것

으로 보아 신체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학생의 성에 관한 정보의 출처로는 선생님이 5% (72명)로 가장 높은 비l율을 차지했고 부모

43.9% (54명), 성교육 동화 30.1% (37명), 매스컴 28.5% (35명), 친구 28.5% (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Ⅴ .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성교육 전·후의 지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교육 전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대조군의 성짓 점수는

평균 8.27점, 성교육 후의 사후조사를 실시한 실험군의 성지식 점수는 평균 15.68점으로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t =- 11.89, P =.0001). 또한 일반적 특성중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제 상태와 형제관게를 통

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16.52, P =.0001).

이는 김천시의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몽정,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생리적인 차이와 남

녀 평등교육을 실시한 후의 성지식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도 김옥란(1987)의 연구와 서울 시내 국민학교

5·6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 자료(교육부, 1983)에 있는 남녀의 2차 성징과 성장에의 바른

관리, 몸과 마음, 어린이의 성장, 생물의 번식과 생장, 사람의 탄생과 혈연, 자연과 인간등의 내용으로 성

교육을 실시한 연구 결과 성교육 후 성지식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한 강희경(1992)의 연구 및 국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순선(1993)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청소년기의 발달, 성문제, 성윤리, 모자보건의 내용으로

여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지식의 증가를 보고한 이귀현(1985)의 연

구, 창원시 여고 2학년 548명을 대상으로 24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지식의 증가를 보고한 최윤

도, 김성훈, 안양희 및 이종일(1984)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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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rter와 F rankel(1981)은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주당 3시간씩 16주 동안 강의와 필름, 소그룹

토론, 특별 강연을 통한 성교육과 가정 생활 교육을 실시한 후 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 성지식이

증가됨을 보고 하였고, Mim s , Brow n 및 Lubow (1976)는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과 심리학과 대학생

을 대상으로 3일간의 인간의 성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지식 증가를 보고했으며,

Gum erm an (1980)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한 후 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였는데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지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성교육을 실시한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성교육 후 성지식 점수가 높

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앞으로 연구는 국민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한 프

로그램과 자료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소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교

육 전·후의 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교육 전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대조군의 성태도 점수는 평균

45.39점, 성교육후의 사후조사를 실시한 실험군은 평균 51.80점으로 두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t =- 5.07,P = .0001).

그러나 일반적 특성중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제 상태와 형제 관계를 통제하고 성태도 점

수에 대하여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 =3.52, P =.0628).

이는 국민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남녀의 2차 성징과 성장에의 바른 관리, 몸과 마음, 어린이의 성

장, 생물의 번식과 생장, 사람의 탄생과 혈연, 자연과 인간 등의 내용으로 6시간의 성교육 실시후 성태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고한 강희경(1992)의 연구, 국민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월경, 몽정,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생리적인 차이와 남녀 평등, 남녀간에 협조해야 할 일 등의

내용으로 1시간의 성교육 실시 후 성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김옥란(1987)의 연

구 및 서울과 창원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최윤도, 김성훈, 안양희 및 이종일(1984)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박순선(1993)은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지도 자

료(교육부, 1983)에 있는 남녀의 2차 성징과 성장에의 바른 관리, 몸과 마음, 어린이의 성장, 생물의 번

식과 생장, 사람의 탄생과 혈연, 자연과 인간 등의 내용으로 3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국민학생 4- 6학년을 대상으로 총 24호의 성교육

을 실시한 김언자(1992)역시 성교육 훈련이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성역할 태도 변화검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달 후의 검사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도시 저소

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연순(1989)은 생물학적 성, 가족관계, 안전과 위생, 성역할, 건전한 성태도

등의 내용으로 17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

로 변화 되었다고 보고 하여서 성교육이 학생의 성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이외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 성문제, 성윤리, 모자보건의 내용으로 2시간의 성교

육을 실시한 이귀현(1985)과 24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방미라(1990)는 성태도에 있어서 교육 후 유의

한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S am son (Kirby , 1980에 인용)은 8달 동안 30시간의 강의와 토론을 통한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

에 기초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성적 갈등으로부터 의사 결정하는 능력이 향상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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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볼 때 성지식은 성교육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는 반

면에 성태도에 있어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 할 것은 성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한 연구들의 성교육 제공 기간을 보며 대체로 오랜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태

도라는 개념이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국민학생이 경험한 신체변화의 내용을 보면 남학생 68명중 변성 20.6% , 발모 16.2%, 몽정을 경험한

학생은 없었으며, 여학생 62명중에서는 유방발육 72.9%,월경을 경험한 학생이 14.5%, 발모 12.9%로 나

타났다. 이는 국민학생이 경험한 신체변화의 내용을 연구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국민학교 5, 6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희경(1992)은 변성 15.7% , 발모 16.8%, 몽정 8%, 월경 10.0% , 유방발육

84%로 몽정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거나, 국민학교 5,6학년 95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

영란(1987)은 변성 36.9%, 몽정 23.9% , 유방 88.9%, 초경 22.0% , 음모 26.1%, 액모 10.4%로 높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희경(1992)의 연구로 본 연구자의 자료 수집 기간과 같은 1학기에 이루어

졌고 신영란(1987)의 연구는 2월로 2학기 말에 해당되므로 거의 6학년과 중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연구대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 국민학생의 반응으로는 어른 된 것 같았가 18.9%, 자랑스럽다 8.1%, 아무

렇지도 않았다 21.6%으로 48.6%정도만이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끄러웠다

23.0% , 불안했다 8.1%로 31.1%정도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

반을 조사한 선행연구로 국민학생 733명과 중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혜진(1987)의 연구결과

를 보면 놀라거나 병이 난 줄 알았다의 부정적 태도를 보인 학생이 73.8%로 높게,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뻤다거나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20.8%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자는 성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을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반해 조혜진(1987)의

연구는 성교육 제공없이 조사된 결과라는 점 및 그동안 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나름대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추정될 수 있다.

신체의 변화와 없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88.2% )의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누구에게나 있는 개인

차로 인정하고 있으나 비록 극소수(5.9% )이기는 하나 부럽다거나 없을까봐 고민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

로 보아 신체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성교육이 요

규되어 진다.

신체의 변화에 대한 상담자로서 부모님이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사가 4.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36.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36.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의논하지 않는 이유로는 당연한 일으므로 70.4%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끄러워서

25.9% , 병에 걸린 것 같아서 3.7%가 되어 신체의 변화를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옥철(1990)의 국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53.2%

가 집안 어른, 18.2%가 선생님, 친구가 11.9%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국민학생의 성에 관한 정보의 출처로는 선생님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모 43.9% ,

성교육동화 30.1%, 매스컴 28.5%, 친구 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학생의 성정보 출처를 조사한

선행 연구로서는 국민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희경(1992)의 연구에서는 책종류 33.7%, 선생

님 21.8% , 부모님 12.9% , 매스컴 7.9%, 친구 14.6%순으로 나타났고, 박순선(19930의 연구에서는 만화

책을 포함한 책 14.2% , 부모님·친척·형제 22.3%, 교사 14.6%, 친구 14.2%, 매스컴10.1%순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나 잡지나 신문을 성교육 동화와 구분지어 조사한 것으로 인한 차이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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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국민학교 고학년에게서 사춘기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이를 경험한 아동의

반응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성 상담자로서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민학생의 올바른 성지식과 바람직힌 성태도 함양을

위해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 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교사들의 수용적 태도가

요구되어 진다.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 론

본 연구는 실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고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를 하고 실험군에게 성교육을 제공한 후 사후 조사를 하게되는모의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연구기간은 1995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 사이였으며, 연구대상은 서울시 강북에 위히한 일 사립국

민학교에 재학하는 6학년 학생을 짝수반은 대조군, 홀수 반은 실험군으로 할당하였으며, 실험군 64명,

대조군 65명 총 130명이었다.

연구 도구로는 먼저, 성교육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국민학생을 위한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라는

성교육 교재와 관련 OHP필름과 비디오 자료로 이루어진 강의와 토의실 수업으로 1회 40분씩 2- 4일 간

경으로 3주동안 6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성지식 도구는 본 연구의 성교육의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20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성태도 도구는 관련 문헌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13문

항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c- SA 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x2 - test와 t - test로 분석하였고, 성교육 전·후의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점수의 차이는 t - test와

공분산분선(ANCOVA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에서는 경제 상태(x2 =5.92, P =.052)와 형제 관

계(x2 =3.78, P =.062)에서 유익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가(t =11.99, P =.0001).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에서 일반적 특

성중 경제 상태와 형제 관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통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 점수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Ⅰ은 지지되었다

(F =16.52, P =.001).

3) '성교육 후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성교육 전보다 높을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5.08, P =.0001).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에서 일반적 특

성중 경제 상태와 형제 관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통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태도 점수에 효과를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Ⅱ는 기

각되었다(F =3.52, P =.0628).

4) 먼저 국민학생이 경험한 신체 변화의 내용을 보면 남학생 68명중 변성 20.6% , 발모 16.2%, 몽정

을 경험한 학생은 없었으며, 여학생 62명중 유방발육72.9% , 월경 14.5%, 발모 1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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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변화를 경험한 국민학생의 반응으로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18.9%, 자랑스럽다 8.1%, 아무

렇지도 않았다 21.6%으로 48.6%만이 긍정적 반을을 나타났으나 부끄러웠다 23.0%, 불안했다 8.1%

로 31.1%의 학생이 부정적 태도를 보여 이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의 변화가 없는 국민학생의 반응으로는 대부분(88.2% )의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누구에게나

있는 개인차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럽다거나 없을까봐 고민이 된다는 학생도 소수(5.9% )있어 이들에 대

한 관심이 요구된다.

신체의 변화를 알았을 때 상담자로서는 부모님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성정보의 출처로

58.5%의 학생이 선생님이라고 답한 것에 반해 상담자로서는 4.0%만이 응답하여 교사들의 상담자로서

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36.5%로 높게 나타났고,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36.5%로 높게 나타났고,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36.5%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중 의논하지 않는 학생의 이유로는 당여한 일이므로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끄러워서

25.9% , 병에 걸린 것 같아서 3.7%가 되어 신체의 변화를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에 관한 정보의 출처로는 선생님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모 43.9%, 성

교육 동화 30.1%, 매스컴 28.5%, 친구 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성교육이 국민학생들의 성지식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태도에는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학생의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위해 체게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성태도 도구의 신뢰도가 비교적 낫고 문항이 국민학생의 성태도를 측정하는데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타당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제공 다음날 성지식을 측정하여 성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지 못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성교육 제공후 그 효과의 지솟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3) 국민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 및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성

교육 전담교사의 결정, 교과 과정의 체계적 편성등의 구체적 교육 계획안이 수리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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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confu sion of the sen se of v alue on sex is increasing becau se of the rapid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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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ultural environm ent . Also due to a rise in the standard of living , the age of

adolescence is getting low er , and so the second sexual m arks appear to prim ary schooler s .

At this tim e in the aspect of the education for the whole m an , it ' s v ery important for prim ary

schooler s to acquir e right knowledge and desirable at titude on sex so that can ov ercom e

psychological in stability cau sed by phy sical growth , be respon sible for their behavior s and

lead happy liv es.

T his study w as m ade to find out the effect s of sex education for the prim ary schooler s '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x .

T he study w as designed as simulated control group pretest - postt est design , which only

pretest w as practiced to control group and after sex educat ion only posttest w as practiced to

experim ental group. T he data w as collected for 18 day s from March 13, 1995 t o March 31,

1995.

T he subject s of this study w ere 130 six - grader s in a priv ate prim ary school in seoul. T he

control group and experim ental group w ere composed of 65 pupils , each .

S ex education con sisted of lecture and discu ssion and the m at erials w ere this

r esearcher ' s ow n m ade, 'How do I grow ? an d related OHP film and video. T his

edu cat ion w a s practiced 40 m inut es at a tim e, at in t erv als of 2- 4 day s ' six t im es durin g

3w eek s .

F or sex knowledge tools, 20 item questionaries on the base of related refer ence book s and

content s of this study w ere u sed. F or sex attitude tools, this r esearcher ' s ow n m ade 13 it em

questionaries w ere u sed which w ere revised and complem ented and laying str ess on the

reference books .

T he data w as analy zed through pc- SAS program . T he hom ogeneity test in term 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im ental and control group w as analyzed through x 2 - test and

t - test . And the differ ence in the prim ary schooler s ' score on know ledge and attitude about

sex before and after the sex education w as analy zed through t - test and ANCOVA .

T he result 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s :

1. T he result of the hom ogeneity test in term s of the general characterist ics of the

experim ental and control group show ed that there w ere significant differ ences in economic

standard (x 2 =2.92, P =0.052) and brotherly ties (x 2 =3.78, P =0.052).

2. Hypothesis 'Aft er sex education , the score of prim ary schooler s ' sex knowledge w ill be

higher than before. ' show 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 ence.(t =11.99, P =.0001) Sex education

w as practiced under control ov er subjectiv e view of economic st andard and brotherly ties

w hich show ed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hom ogeneity test in t erm s of the general

charact er istics betw een the tw o groups . After this education , the result s of comparing the

score of prim ary schooler s ' sex knowledge also show ed significant differ ence betw een the

t w o groups . So hypothesis Ⅰ w as supported since prim ary schooler s to have education

show ed noticeable result s in the sex knowledge score. (F =16.52, P =.0001)

3. Hypothesis 'After sex education , prim ary schooler ' s sex attitude score will be higher

than before ' show ed stat istically significant (t =5.08, P =.0001) S ex education w as pract ic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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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ontrol ov er subjective view of economic standard and brotherly ties which show ed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hom ogeneity test in t erm s of the general character istics bet w een

the tw o groups . Bat this tim e the result s of comparing the prim ary schooler s ' sex attitude

show ed no significant differ ence betw een the tw o groups . So hypothesis Ⅱ w as rejected

since for prim ary schooler s to have sex educat ion show ed no not iceable r esult s in sex attitude

score. (F =3.52, P =.0628)

T hese result s of the study show that sex educat ion giv es affirm ativ e change to the prim ary

schooler ' s sex knowledge, bat short periods ' sex education doesn ' t giv e any change to the

sex attitude. F or the establishm ent of the pupils ' desir able sex attitude, sy stem at ic and

concrete sex education fit for the pupils ' dev eloping stage should be practiced over a long

period of t i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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