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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관련된 생활방,

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성 개방 풍조 대중매체를, ,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하고 이성교제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쉽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보.

다 허용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성범죄나 혼전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기혼 여성의 임신은 국가적 문제가 될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반면 미혼모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미혼모의, .

저 연령화와 고교 중퇴생 및 재학생의 증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인공유산

을 한 미혼모의 수 그리고 파악되지 않은 미혼모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미혼모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김만(

지 더구나 미혼모 가운데 가 재임신한 것으로 나, 2000). 25%

타났다 미혼모란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진 여성과 기혼녀가.

별거 혹은 이혼 상태에서 혼외 아기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도 불구하고( , 1985),

미혼모 집단은 우리의 전통적 고정화된 개념에 의해 사회적

낙인집단으로 존속하고 있다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는 극소수.

만 입양 될 뿐 대부분은 시설에서 키워지거나 버림을 받고 있

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문제는 단지 미혼모 자신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동의 인권과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을 고려해 볼 때 한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와 국가의 공

동적 책임과 해결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 미혼모 임신은 발달상의 위기로 분류되는데10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은 성장(Trad, 1999),

과정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대 미혼모들은 자신은 임신. 10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임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하면서 계획하지 않은 성적 관계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임

신을 하게 된다(Medora, Hellen, 1997).

간호학에서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건전한 성 행동과 성 건

강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나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 하였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복지 측면과 관련된 연구만 수행되었을 뿐 미혼모가 발생하

게 된 주요한 영향 요인인 성과 관련되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러나 미혼모의 문제는 더 이상 은폐되어 보호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혼모들은 임신하게.

되면 임신과 그 결과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데(Robinson,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발생과 재발의 원인에1999),

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미혼모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성 건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아효능감과 자존감은 성 행동을 판단하는 성적.

결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는 자아. Hayes(1987)

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성적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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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피임 등 임신예방에 대한 대책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성,

관계에 대한 결정이나 출산에 대한 결정이 바로 자아효능감

이나 자존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미혼모 시설을 대

상으로 미혼모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

해 이들의 자존감이나 성 건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실시하고자 시도하였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전국에 소재한 미혼모 시설

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미혼

모 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정도를 파, , ,∙

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 ,∙

식 성 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와의 관계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전국 미

혼모 시설 개 중 개 시설에 막 입소한 미혼모 전수를 대상8 7

으로 하였다 기관에 막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미혼모가 될 당시 가능한 한 원래

가지고 있는 각 개념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간이 경과하면 그 기관,

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대상자들의 지식

이나 태도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2003 10 2004 4

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전국의 미혼모 시설 개. 8

기관으로 공문을 보낸 뒤 다시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여 허락을 받았는데 이 중 개 기관은 연구의 참여를 허락하, 1

지 않아 제외되었다 대상자에게 배부하는 설문지는 미혼모.

기관이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연구자가 직접 방문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자료수집

하는 것을 원하여 원하는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체적으로 배부된 설문지는 개. 240

이었으나 그 중 개만이 수거되어회수율 최종적으201 ( : 83.8%)

로 개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201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 ,

태도를 각각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아효능감은 예.

측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적 판단과 신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등이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이지연 이 번역Jacobs(1982) (2001) ,

수정하여 시설 미혼모 대상 연구에서 적용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자아효능감 도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 27 5

도로 전혀 아니다 점 거의 아니다 점 보통이다 점‘ ’ 1 , ‘ ’ 2 , ‘ ’ 3 ,

조금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 4 , ‘ ’ 5

아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존감은 자기 특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

으로 손경희 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1997) .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25 5 ‘ ’ 1

점 약간 그렇다 점 보통 그렇다 점 상당히 그렇다, ‘ ’ 2 , ‘ ’ 3 , ‘ ’ 4

점 항상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의 정도가, ‘ ’ 5

높음을 의미한다.

성 지식은 미국 성 정보 교육위원회 의 기본(SIECUS, 1991)

영역으로 제시한 영역으로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인기법 성행6 , , ,

동 성 건강 사회문화 등의 개념 틀을 이용하여 양순옥 김성, , / ,

실 정금희 김신정 이 개발한 도구를 측정도구로 사용하, , (2000)

였다 이는 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2 32

대해 정답을 했을 경우에는 점 오답과 모르겠다라고 응답한1 , ‘ ’

경우에는 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 정도가 높0

음을 의미한다.

성 태도는 미국 성 정보 교육위원회 에서 제(SIECUS, 1991)

시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성교제 사춘기 변화 신체상 성적, , ,

정체감 결혼 성역할 등을 포함한 측정 내용으로 양순옥 등, ,

이 개발한 도구로 이성교제 신체상 성적 정체감 결(2000) , , , ,

혼 성 역할을 포함한 점 척도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3 20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점 보통이다는 점 부정적으2 , ‘ ’ 1 ,

로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점을 주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0

성 태도 정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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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도구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가 각기 다르

므로 각 도구의 최고점수의 합은 모두 점 만점으로 계산100

하여 처리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계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 자아Cronbach's ,α

효능감은 자존감은 성 지식은 성 태도는 로.88, .88, .86, .74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

지식 성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대상자의 일반적, ,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정도의 차, , ,

이는 와 로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도와 자존감t-test ANOVA ,

정도와의 관계 성 지식 정도와 성 태도 정도와의 관계는,

로 분석하였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균 세 이었으며13-29 21.8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 58.7%

대학원 재학졸업도 를 차지하였다 임신 전 동거는 친( ) 3.0% .

부모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는 이었는48.3% 18.8%

데 기타인 경우에서는 남자친구가 로 가장 많았다 임신, 48% .

전 직업은 학생이 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 평균 수24.9%

입은 만원 미만이 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기독100-150 28.4%

교가 로 가장 많았다38.3% .

임신 출산과 아기에 관한 질문에서 임신을 처음으로 안, ,

때는 개월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로 가장 많았으나2 25.9%

개월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를 차지하였다 임신된 이유10 0.5% .

로는 교제 중 원치 않게 임신되었다고 한 경우가 로‘ ’ 68.7%

가장 많았으며 이번 임신 경험이 첫 번째라고 응답한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 유산경험과 분만경험은 없는 경우가 각59.2% .

각 와 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 이후 의논은 친구67.2% 76.1% ‘

나 선후배가 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후 가장 어려웠던’ 28.9% .

점을 순위대로 조사한 결과 아기 문제가 순위를 차지하였, ‘ ’ 1

으며 순위는 마음의 혼란 순위는 경제적 문제를 제시2 ‘ ’, 3 ‘ ’

하였다 임신을 알고 난 후 아기문제는 낙태하려고 하였다가. ‘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201)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

연령 대10 60(29.9) 임신경험 첫번째 119(59.2)

세20-24 96(47.8) 두번째 51(25.4)

세25-29 36(17.9) 세번째 이상 31(15.4)

세 이상30 9( 4.4) 유산경험 없음 135(67.2)

학력 초졸중퇴( ) 4( 2.0) 회1 50(24.9)

중졸중퇴( ) 32(15.9) 회2 9( 4.4)

고졸중퇴( ) 118(58.7) 회 이상3 7( 3.5)

대졸중퇴( ) 41(20.4) 분만경험 없음 153(76.1)

대학원재학졸업( ) 6( 3.0) 회1 40(19.9)

임신 전 혼자 45(22.4) 회 이상2 8( 4.0)

동거 친부모 97(48.3) 임신 이후 친구나 선후배 58(28.9)

친부와 계모 6( 3.0) 의논상대 아기아빠 52(25.9)

편모 11( 5.5) 혼자서 37(18.4)

편부 4( 2.0) 가족과 친척 35(17.4)

기타 38(18.8) 상담자 8( 4.0)

임신 전 학생 50(24.9) 기타 11( 5.5)

직업 서비스직 47(23.4) 임신 후 아기문제 129(21.4)

무직 31(15.4) 어려운 점 마음의 혼란 108(17.9)

생산판매직/ 27(13.4) 경제적 문제 95(15.8)

사무직 26(12.9) 가족과의 관계 80(13.3)

유흥업소 직원 6( 3.0) 아기 아빠와 관계 50( 8.1)

기타 14( 7.0) 주위의 시선 49( 8.1)

가족수입 만원 미만50 10( 5.0) 숙식문제 26( 4.3)

만원 미만50-100 49(24.4) 학교문제 20( 3.3)

만원 미만100-150 57(28.4) 직장문제 25( 4.1)

만원 미만150-200 28(13.9) 건강문제 13( 2.2)

만원 미만200-250 27(13.4) 친구문제 5( 0.8)

만원 이상250 30(14.9) 기타 3( 0.5)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실태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471

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50.2% 는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로 가장 많았다‘ ’ 41.8%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1> ( ) (N=201)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

종교 기독교 77(38.3) 아기문제 낙태하려고 함 101(50.2)

불교 39(19.4) 계획 출산하기로 함 50(24.9)

천주교 14( 7.0) 걱정만 하다 지남 50(24.9)

없음 71(35.3) 출산결정 낙태시기 놓침 83(41.3)

임신을 개월1 5( 2.4) 이유 아기 낳고 싶어 33(16.4)

처음 안때 개월2 52(25.9) 낙태할 돈이 없음 26(12.9)

개월3 44(21.9) 낙태가 무서움 23(11.4)

개월4 32(15.9) 낙태는 죄악임 15( 7.5)

개월5 32(15.9) 이전 낙태경험 12( 6.0)

개월6 15( 7.5) 미혼부가 아기 원함 4( 2.0)

개월7 19( 9.5) 건강에 무리 4( 2.0)

개월8 1( 0.5) 기타 1( 0.5)

개월 이상9 1( 0.5) 산전진찰 유 180(89.6)

임신 이유 교제 중 원치 않게 138(68.7) 무 21(10.4)

피임방법을 몰라서 36(17.9) 산전진찰 임신 개월 이전3 36(19.1)

아기를 갖기 위해 11( 5.5) 시기 임신 개월4-6 78(41.5)

성폭행을 당해서 6( 3.0) 임신 개월7-9 60(31.9)

직업상 3( 1.5) 임신 개월 이후9 14( 7.5)

기타 7( 3.4) 아기 아빠 혼자 12( 6.2)

미혼모시설 인터넷 96(47.7) 가족 친부모 128(66.3)

알게 된 병원 32(15.9) 친부와 계모 9( 4.7)

경위 상담기관 22(10.9) 계부와 친모 6( 3.1)

가족 동료, 20(10.0) 편모 179( 8.8)

이웃 소개 12( 6.0) 편부 7( 3.6)

신문 잡지, , TV 11( 5.5) 기타 14( 7.3)

입양기관 8( 4.0) 아기 아빠 학생 43(22.3)

아기양육 국내 입양 78(38.8) 직업 기타 38(19.7)

계획 국외 입양 69(34.3) 생산판매직/ 34(17.6)

본인 혼자 양육 19( 9.5) 서비스직 28(14.5)

아직 결정 못 함 19( 9.4) 사무직 27(14.0)

결혼해서 함께 15( 7.5) 무직 22(11.4)

기타 1( 0.5) 유흥업소직원 1( 0.5)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 75(37.3) 아기 아빠 아는사람 소개 65(33.5)

양육시 가족의 반대 41(20.4) 알게 된 우연히채팅 폭행( , ) 33(17.0)

어려움 본인의 장래 28(13.9) 경위 직장에서 28(14.4)

아기의 장래 19( 9.5) 선후배사이 24(11.9)

사회 냉대와 시선 12( 6.0) 동네친구사이 10( 5.2)

아기아빠 반대 4( 2.0) 유흥업소 7( 3.6)

기타 2( 1.0) 기타 28(14.4)

경제적 키우고 싶다 107(64.5) 아기 아빠 헤어짐 127(65.5)

지원시 키우고 싶지 않다 26(15.7) 와의 상태 사귀는 중 29(14.9)

양육의사 모르겠다 33(19.9) 가끔 왕래 17( 8.8)

아기 아빠 대10 38(19.8) 결혼예정 7( 3.6)

연령 세20- 24 68(35.4) 동거중 3( 1.5)

세25- 29 58(30.2) 사망 1( 0.5)

세 이상30 28(14.6) 기타 10( 5.2)

아기 아빠 중졸중퇴( ) 10( 5.0) 아기 아빠 안다 138(71.1)

학력 고졸중퇴( ) 96(47.7) 임신사실 모른다 56(28.9)

대졸중퇴( ) 62(30.8) 아기 아빠 낙태하라고 함 57(41.3)

대학원재학졸업( ) 9( 4.5) 권유 출산하라고 함 39(28.3)

모름 24(12.0) 걱정만 함 33(23.9)

기타 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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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신 중 산전진찰은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는 89.6%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진찰시기는 개월이 로 가, 4-6 41.5%

장 많았고 개월 이후라는 응답도 를 차지하였다 미혼모9 7.5% .

시설을 안 경로는 인터넷이 로 가장 많았다 아기 양육‘ ’ 47.7% .

에 대한 계획은 국내 입양기관에 보낸다는 경우가 로‘ ’ 38.8%

가장 많았으며 자신이 아기 양육을 한다면 가장 큰 어려움으,

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로 가장 많‘ ’ 37.3%

았다 경제적 지원이 된다면 자신이 아기를 키우겠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를 차지하였다‘ ’ 64.5% .

아기아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기 아빠의 연령 범위는,

세 세의 범위로 평균 세이었으며 아기 아빠의 학력은16 -44 24.3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로 가장 많았다 아기 아빠의 가( ) 47.7% .

족은 친부모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으로는 학66.3%

생이 로 가장 많았다 아기 아빠를 알게 된 경위는 아22.3% . ‘

는 사람 소개가 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아기 아빠와의’ 33.5%

상태는 헤어졌다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 아기 아빠‘ ’ 64.9% .

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다는 경우가

이었고 아기 아빠가 임신 사실을 알고 권유한 것으로는71.1%

낙태가 로 가장 많았다41.3% .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정도, , ,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정, , ,

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도는 점 만점에 점 백점 만점5 3.14 ,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점부터 점의 범위로 평균30.37 88.88

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도62.76 .

는 보통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점. 5

만점으로 평가했을 경우 실패 한 후라도 다시 열심히 노력, 「

할 수 있다 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3.65」

로는 매일 쉽고 되풀이되는 일보다는 도전해 볼만한 일을「

할 때가 더욱 즐겁다 가 점 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3.57 ,」 「

수 없는 일을 판단할 수 있다 가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3.48 .」

반면 가장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부담스러「

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가 점으로 가장 낮게 나2.59」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 점 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2.79 ,」 「

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가 점의 순으로2.84」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존감 정도는 점 만점에 점 백점 만점을5 3.07 ,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점부터 점의 범위로 평균27.20 90.40

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자존감 정도도 보60.96 .

통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점 만. 5

점으로 평가했을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따돌림을 더, 「

많이 당한다고 느낀다 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26」

그 다음으로는 나는 밤에 나가면 외톨이처럼 느낀다 가「 」

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가4.00 , 「 」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으3.84 .

로는 나는 내가 뛰어난 유머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가「 」

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내가 매우 능력2.39 「

있는 삶이라고 느낀다 점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2.41 ,」 「

낀다 가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2.45 .」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점 만점에 점 백점 만점을1 .59 ,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점의 범위로 평균 점으12.50-93.75 58.75

로 나타나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경우 임신을 하1 , 「

면 월경을 하지 않는다 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88」

으로는 유방의 발육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 」

점 여자는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점의 순으로.84 , .80「 」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은 음경이. 「

나 유방은 접촉을 많이 할수록 커진다 가 점으로 나타났.21」

고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가 점 정관수술을 하면 더 이상 사정을 할.22 ,」 「

수 없다 가 점으로 나타났다.34 .」

대상자의 성 태도 점수도 점 만점에 점 백점 만점을2 1.43 ,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점의 범위로 평균27.50- 100 71.52

점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는 보통정도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별로는 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2 ,

여자의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다 가 점으로 가장 높게1.89「 」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몽정은 부끄러운 것이「

다 가 점이었으며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1.80」 「

이다 가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수가 가장 낮1.79 .」

게 나타난 문항으로는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강하다 가「 」

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성은 배우지 않아도 자.65 「

연히 알 수 있다 가 점 나는 여성남성인 것이 자랑스.98 , ( )」 「

럽다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1.09 .」

표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정도< 2> , , ,
(N=201)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자아 효능감 30.37 88.88 62.76 9.69

자존감 27.20 90.40 60.96 10.33

성 지식 12.50 93.75 58.75 19.62

성 태도 27.50 100.00 71.52 13.9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존감, ,
성 지식 성 태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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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태도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은 대상자의 연령

학력 임신전 직업(F=4.237, p=.006), (F=5.071, p=.007),

가족의 월평균 수입 종교(F=4.341, p=.002), (F=6.183,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존감은(F=2.739, p=.007)

가족의 월평균 수입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F=4.243, p=.016)

있었다 또한 성 지식은 대상자의 연령 학력. (F=3.950, p=.009),

가족의 월수입 임신 횟수(F=14.869, p=.000), (F=9.704, p=.000)

유산경험 에 따라 유의한(t=-2.532, p=.012), (t=2.775, p=.006)

차이가 있었으며 성 태도는 대상자의 학력(F=7.356, p=.001),

가족의 월평균 수입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F=7.647, p=.001)

있었다.

즉 자아효능감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대에서 가장 낮, 10

고 세 이상에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에30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중퇴 이상의 경우에서 가장 높고 중학( )

교 졸업중퇴 이하에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 )

신 전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의 경우가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100

있었다 자존감은 대상자의 월평균 가족 수입에 따라 만원. 200

이상의 경우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 지.

식은 연령에 따라 대에서 성 지식 정도가 가장 낮고 세10 30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에 따

라서는 대학교 졸업중퇴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아 유의한( )

차이가 있었다 임신 횟수에 따라서는 두 번째 이상인 경우가.

첫 번째인 경우보다 유산 경험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지식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태도는 대상.

자의 학력에 따라서 대학교 졸업중퇴 이상인 경우가 성 태( )

도 정도가 가장 높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중퇴( )

이하인 경우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고200 100

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와의 관계 성,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정도의 차이< 3> , , , (N=201)
특성 구분 N 자아효능감 자존감 성 지식 성 태도

연령 세 미만20 60 59.7654 ( 9.88) 60.6267 (11.43) 52.2917 (18.88) 69.0000 (12.79)

세20-24 96 63.2407 ( 9.00) 62.1083 (11.00) 60.2214 (20.09) 72.6563 (14.42)

세25-29 36 64.7531 ( 9.42) 60.9111 (10.64) 62.9340 (17.71) 72.4306 (14.59)

세 이상30 9 69.7119 ( 9.69) 61.4806 ( 6.40) 69.4444 (16.88) 71.5174 (13.94)

F=4.237 p=.006** F=.301 p=.824 F=3.950 p=.009** F=.932 p=.426

학력 중졸 이하 36 59.0741 ( 9.55) 59.4000 (11.11) 54.1667 (17.47) 68.1944 (14.43)

고중퇴졸업( ) 118 62.6930 ( 9.59) 61.9864 (11.25) 55.0583 (19.87) 69.9364 (14.39)

대중퇴 이상 47 65.7683 ( 6.20) 61.8043 ( 9.64) 71.5426 (14.79) 78.0319 (10.27)

F=5.071 p=.007** F=.807 p=.448 F=14.869 p=.000*** F=7.356 p=.001**

임신 무직 31 58.7575 ( 9.62) 59.9484 (12.23) 54.1331 (20.77) 69.4355 (13.55)

전 학생 50 61.3333 ( 8.62) 61.1040 ( 9.21) 62.1250 (17.82) 72.7500 (12.85)

직업 사무생산판매/ / 53 66.2474 ( 8.73) 61.9170 (10.81) 60.4363 (21.03) 72.5472 (15.92)

서비스유흥업/ 53 61.8728 ( 9.97) 60.9660 (11.98) 56.4269 (18.15) 70.1786 (9.83)

기타 14 66.9312 (11.42) 66.5143 ( 8.58) 59.3750 (22.70) 71.5174 (13.94)

F=4.341 p=.002** F=.971 p=.425 F=1.088 p=.364 F=.397 p=.811

가족 만원미만100 59 60.3264 ( 9.88) 60.2576 (10.67) 50.9534 (19.19) 66.7797 (14.19)

수입 미만100-200 85 62.0828 ( 9.37) 59.9906 (10.93) 59.3015 (19.52) 71.4118 (14.40)

이상200 57 66.3028 ( 9.09) 64.9684 (10.35) 66.0088 (17.44) 76.5789 (11.14)

F=6.183 p=.002** F=4.243 p=.016* F=9.304 p=.000*** F=7.647 p=.001**

종교 유 130 64.1254 ( 9.81) 62.0862 (11.59) 58.7981 (19.77) 71.5577 (14.86)

무 71 60.2713 ( 9.01) 60.3718 ( 9.37) 58.6708 (19.49) 71.4437 (12.16)

F=2.739 p=.007** F=1.070 p=.286 F=.044 p=.965 F=.055 p=.956

임신 첫번째 119 62.0604 ( 9.20) 61.4857 (10.78) 55.8824 (18.61) 70.3151 (14.37)

횟수 두번째이상 82 63.7850 (10.32) 61.4732 (11.05) 62.9192 (20.41) 73.2622 (13.17)

F=-1.242 p=.216 F=.008 p=.994 F=-2.532 p=.012 F=-1.478 p=.141

유산 유 66 63.4456 (10.33) 61.7212 (11.55) 64.1572 (21.08) 73.8636 (14.37)

경험 무 135 62.4307 ( 9.38) 61.3630 (10.56) 56.1111 (18.38) 70.3704 (13.63)

F=.696 p=.487 F=.219 p=.827 F=2.775 p=.006** F=1.676 p=.095

분만 유 48 65.1235 (10.26) 61.0167 (10.60) 62.5000 (19.10) 73.3854 (16.65)

경험 무 153 62.0237 ( 9.42) 61.6261 (10.97) 57.5776 (19.70) 70.9314 (12.98)

F=1.947 p=.053 F=-.338 p=.735 F=-1.521 p=.130 F=1.065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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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성 태도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 성 지식과 성 태도 정,

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5>.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지식과 성 태도(r=.598, p=.000),

정도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r=.569, p=.000)

났다 즉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 ,

도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성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와의 관계< 4>
자아효능감

자존감 r=.598, p=.000

표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와의 관계< 5>
성 지식

성 태도 r=.569, p=.000

논 의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회적 문제

로 인식되고 있으나 미혼모의 증가는 국가나 사회 일반인들

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일부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어 계속

냉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점차적으로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이삼식 성 건강 측면에서 주요( , 1998)

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므로 접근이 쉬운 시설의 미혼,

모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세 이었으나, 21.8

대도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에 있어10 29.9% .

서는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김( ) 58.7% ,

영숙 의 연구와 동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재학(1998) ,

졸업도 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고학력의 미혼모도 일정( )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영주. (1998)

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

이 점차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임신 전 동거는.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서는 결손가족이 로 나타나(1984) 36.1%

미혼모의 원인을 가족의 결속기능 약화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 경48.3%

우는 이었다 기타인 경우에서는 남자친구가 친구18.9% . 48%,

가 로 나타나 여성개발원의 자료에서 제시한 원인과도 어32%

느 정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 임신 전 직업은 학생이.

2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현재4.9%

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된

다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만원 미만이 를 차지한. 150 57.8%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가정의 저소득이나 빈곤 같은,

외적 상황이 가출 같은 상황을 발생시켜 미혼모를 야기한 것

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료에서는. (1985)

이러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떠난 경우 대부분 빈곤

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에 방치되어 상황적으로 미

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연.

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혼모는 윤락여성으로 전락하는(2001)

경우가 많아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임신 출산과 아기에 관한 질문에서 임신을 처음으로 안, ,

때는 평균 개월로 나타나 기혼 여성에 비해 늦게 임신을3.8

지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임신된 이유로는 교제 중 원치. ‘

않게 임신되었다고 한 경우가 로 나타났고 피임방법을’ 68.7% ‘

몰라서 피임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가 로 나타난 결과나’ 17.9%

임신경험이 두 번째 이상인 경우가 인 결과를 통해서도40.8%

피임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미혼모 발생에 있어서 성에 대한 무지 피임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져 미혼모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임신을 알고 난 후 의논상대로는 친구나 선후배가 로, 28.9%

가장 많았는데 한영주 의 연구에서도 임신 사실을 알고, (1998)

난 후 친구와 상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나타났다 임신을.

알고 난 후 아기문제는 낙태하려고 하였다가 로 가장‘ ’ 50.2%

많은 결과가 나왔으며 출산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를 차지한 결과를 통해서는 대상‘ ’ 41.3%

자들에게 임신의 증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지연 도 연구에서 미혼모의 가 낙태하려고 생각(2001) 46.6%

했으나 낙태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경우가 라고 제시하면50.0%

서 이는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산전진찰을 임신 개월 이전에 받은 경우가 에 불3 19.1%

과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산전진찰의 시기가 늦어 아기의 건

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혼모 시설을.

알게 된 경위로는 인터넷이 인 것을 볼 때 이들에게는47.7% ,

컴퓨터를 통한 정보가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대상자들에게 성 건강과 관련된 정보 전달이나 추후 관리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아기 양육은 본인 혼자 양육하거나 결혼해서 함께 키운다‘ ’ ‘ ’

는 경우가 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의 아기17.0%

들이 시설에 맡겨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출산한 아.

기는 대부분 입양되거나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들은 장차 사생아가 되어 성장과정에서 애정결핍 등으로 성

인이 된 후에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아기 양육을 한다면 가장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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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로 가장‘ ’ 37.3%

많았고 경제적 지원이 된다면 자신이 아기를 키우겠냐는 질

문에 대해서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를 차지한 것으로‘ ’ 64.5%

미루어 미혼모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한다면 아기를 양육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 ’

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

기를 양육할 수 있는 모자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것이 개인적

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

한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책임의 회피를 없애기 위한 노

력으로 미혼모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제도화하며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이나 제도를 제거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스스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동의 정상 성장발달에 어

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기 아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기 아빠의 연령은 평균,

세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중퇴가 로 가장 많았고24.3 ( ) 47.7%

직업으로는 학생이 로 가장 많았다 아기 아빠를 알게22.3% .

된 경위로는 아는 사람 소개가 로 가장 많았으나 채팅‘ ’ 33.5%

등에 의한 경우도 를 차지하였다 이는 인터넷 문화가17.0% .

대중화되면서 통신이 이성을 만나는 중요한 경로로 이용PC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아기 아빠와의 상태는 헤어졌. ‘

다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는데 와 은’ 65.5% , Rich Kim(1999) 10

대의 경우에는 출산하여 결혼한 경우는 에 불과하다고 하10%

였다 아기 아빠가 임신 사실을 알고 권유한 것으로는 낙태가.

로 가장 많아 미혼부의 무책임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41.3%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혼.

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는 현실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수정이 없는 한 미혼부에 대한 무책임은 더욱 고조될 것

으로 생각되어 이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미혼모들이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에서 가 국내외 입양이나 아직 결정을 못82.5% ‘

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도는 평균 평점이 점으로 이지3.14

연 의 연구인 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백점 만(2001) 3.25 .

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평균 점으로 보통 정도로 평62.76

가할 수 있다 미혼모는 교제중 성관계에 대한 결정 임신 출. , ,

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즉 낙태 또는 임신을 유지시킬. ,

것인지에 대한 결정 아기를 지킬 것인지 또는 입양으로 아기,

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데(Susan,

이러한 결정이 자아효능감과 관련이 된다Lela, Emily, 1996), .

는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Bandura(1986)

판단과 이에 다른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처는 문제해결에 필

수적인 요소가 되며 이것은 행위자의 적극적인 작용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이란 결국 행위자 자신이 특. ,

정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또한 현정환 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1993)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의 자아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

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자아효능감이 보통.

정도이므로 이들에 대한 자아효능감 교육을 강화한다면 미혼

모의 예방이나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

과에서 대상자의 자존감 정도는 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평균 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생60.96 .

활사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변화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

고 현실을 극복하며 삶에 대한 기대와 잠재력을 개발해 가게

하는 중요성을 가진다김은희 사회적 일탈행위라고 인( , 1994).

식되는 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저하되

므로 대상자들에게 미혼모라는 낙인은 자존감의 위협과 저하,

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의 저하는 부적응을 증가시켜.

이후의 사회적 관계와 기회를 상실케 하여 이후의 삶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다양.

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존

감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백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낮58.75

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임신 출산 피임에 대한 지, , ,

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의 점김신정 양순옥 보다는 성(2004) 31.5 ( , , 2004)

지식 정도보다는 높았으며 직업훈련원의 미혼남녀를 대상으,

로 한 결과의 점과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군인을 대상으58.5 ,

로 한 결과에서의 점김성실 양순옥 정금희 김신정66.7 ( , , , ,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들의 성 지식 정도는 보통보2001) .

다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성 태도 점수는 백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나71.52

타나 보통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 태도 점수가 점으로 나타났으며김신정 양32.5 ( ,

순옥 직업훈련원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의,2004) 59.3

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의

점김성실 등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74.0 ( , 2001) .

태도는 보통 정도로 이들에 대한 성교육시 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남순.

은 성에 대한 혼란된 태도 및 개방성이 미혼모 발생요(1996)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미주 는 건전한 성(1997)

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성적 일

탈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을 기피하는 전통문화

안에서 성장하였으며 성은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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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음성적이며 폐쇄적인 방법에 의해 배워지고 있는 현실

이다최순희 그러므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태도( , 1990).

를 습득하게 하여 책임있는 성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은 대상자의 연령

학력 임신 전 직업(F=4.237, p=.006), (F=5.071, p=.007),

가족의 월평균 수입 종교(F=4.341, p=.002), (F=6.183,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 연령에(F=2.739, p=.007) . 10

서 중학교 졸업중퇴 이하인 경우 임신 전 직업이 무직인, ( ) ,

경우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만원 이하인 경우 종교가 없, 100 ,

는 경우에서 자아효능감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지연.

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은 경우가 적은 집단에 비해(2001) ,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효능감 정도가 높

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아효능감을 높.

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미혼모의 연령이나 학력

에 따른 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자존감은 가족의 월평균 수입 에 따라 유의(F=4.243, p=.016)

한 차이가 있어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만원 이상인 경우200

가 자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한영주 의 연구에서, (1998)

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미혼모 즉 사회경제적 자원,

이 많은 미혼모들의 자존감이 높다고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환경이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영주 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1998)

차이가 있어 대의 경우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았는데 본 연10 ,

구에서도 대의 경우가 자존감이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10

이는 없었다.

또한 성 지식은 대상자의 연령 학력(F=3.950, p=.009), (F=

가족의 월수입 임신 횟수14.869, p=.000), (F=9.704, p=.000),

유산경험 에 따라 유의한(t=-2.532, p=.012), (t= 2.775, p=.006)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 대에서 성 지식 정도가 가장. 10

낮고 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30 ,

학력에서 중졸이하인인 경우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서는, 100

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신 횟수에 따라서.

는 두 번째 이상인 경우가 첫 번째인 경우보다 유산 경험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 지식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즉 성 지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 ,

성 경험에 따라 성 지식에 차이가 온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성 지식은 성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므로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준비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 태도는 대상자의 학력 가족의 월평균(F=7.356, p=.001),

수입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에F=7.647, p=.001) ,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중퇴 이상인 경우가 성 태도 정도가( )

가장 높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졸업중퇴 이하인( )

경우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의 월평균 수입

에 따라서는 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고 만원 미만200 100

인 경우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r=.598, p=.000),

도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상자.

에게 자아효능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존감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지식과 성 태도 정.

도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569, p=.000)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성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성 지식. (2004)

과 성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를 통해 성 태도는 성 지식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태도는 올바른 성 지식이 있을 경우 성에 대한. ,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이는 책임있는 성 행동으로 직결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성

태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고 미혼

모들 스스로도 세상에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이들의 성격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김만지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 , 2000).

여 성 건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재임신 예

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미혼모의 실태를 파악함

으로써 이를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우리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전국 미혼모 시설

개 중 개 시설에 갓 입소한 미혼모 명을 대상으로8 7 201 2003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10 2004 4 .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

도는 평균 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은62.76

평균 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 지60.96 .

식 정도는 평균 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성 태도는58.75

평균 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71.5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은 대상자의 연∙

령 학력 임신 전 직업(F=4.237, p=.006), (F=5.071, p=.007),

가족의 월평균 수입(F=4.341, p=.002), (F=6.183, p=.002),

종교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F=2.739, p=.007)

존감은 가족의 월평균 수입 에 따라 유의(F=4.243, p=.016)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 지식은 대상자의 연령. (F=3.950,

학력 가족의 월수입p=.009), (F=14.869, p=.000), (F=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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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횟수 유산경험p=.000), (t=-2.532, p=.012), (t=2.77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 태도는 대상자p=.006)

의 학력 가족의 월평균 수입(F=7.356, p=.001), F=7.647,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

대상자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지식과 성 태(r=.598, p=.000),

도 정도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569, p=.000)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 ,

감 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가 높

을수록 성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 지식을 높여 주고 긍정적인 성 태도를 형성시켜

주는 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성 행동의 자기결정권

과 관련되는 자아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 병행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미혼모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은.

미혼모 예방 뿐 아니라 미혼모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미혼.

부의 책임 없는 태도를 통해서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

육을 할 때 성 행동에 있어서 책임이 따르는 중요성과 생명,

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혼모에게는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제도

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

타났듯이 미혼모에게는 일시적이고 정신적인 도움보다는 지속

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 동반된 도움과 상담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차 국가와 사회의 초석이.

며 미래가 될 현재의 아기 미래의 청소년의 건강과도 직결되,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시설 미혼모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시설 미혼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혼부와 관련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시설의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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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unmarried mothers. Method: From a group of unmarried mothers us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201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y was done from October 2003 to April 2004 and self-efficacy, self-esteem,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were measured. Results: 1. On the basis of 100 points, self-efficacy averaged 62.76, self-esteem,

60.96, sexual knowledge, 58.75 and sexual attitude, 71.52. 2.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om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age (F=4.237, p=.006), schooling (F=5.071,

p=.007), job prior to pregnancy (F=4.341, p=.002), and family income (F=6.183, p=.00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according to family income (F=4.243, p=.01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age (F=3.950, p=.009), schooling (F=14.869, p=.000), family income (F=9.304, p=.001),

number of pregnancies (t=-2.532, p=.012), and experience of abortion (t=2.775, p=.006), and, in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schooling (F=7.356, p=.001) and family income (F=7.647, p=.001).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and self-esteem (r=.598, p=.000), and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r=.569, p=.000). Conclusion: Pregnancy prevention programs should include sexual education and

interventions designed to increas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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