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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for examining the differences of experience of sex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sexual abuse according to child’s sex and economic background. Also the
differences of sex knowledge and sexual consciousnes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hild’s sex,
economic background and sex education. Subjects were 425 children from two elementary
schools and 10 community child centers in H city, Gyeonggi-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re girls thought the desirable place for sex education was home and more girls consulted
sexual problems with their parents. Children from low economic backgrounds experienced sex
education at school and community child centers rather than at home. Second, both boys and
girls replied that sexual abuse was due to the attacker’s fault but more girls than boys attributed
the fault to themselves. Third, girls’ sex knowledge grade was higher than boys. Fourth, boys
showed a more open attitude toward heterosexual dating, and children with a low economic
background showed a higher sex drive. Fifth, a high sex drive was related to low sexual
knowledge, openness in dating and high sexual ethics.
Key words: sex education, sexual abuse, sex knowledge, sex consciousness

I. 서론
아동학대 사례들 중에서 성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
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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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 따르면 2009년에 성학대 사례가 426 건

의 문제와 감정조절, 특히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으로 5.1%를 차지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0년에

경험하고 있었다(Oh 2003). 청소년 범죄로 인해

는 400건(4.7%), 2011 년에는 368건(4.0%)으로 감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수용중인 여자 청소년들에

소하였다. 성학대가 감소하는 것은 신체학대와

게서도 성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비피해 청소년에

정서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경향이

비해 우울과 불안을 높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 아동 대상 성학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은

(Kwon 2002) 성피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심리적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상담통계 자료

후유증을 깊게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현

이와 같이 장,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막대

황을 조사한 2000년 이후로 계속 12% 대를 차지

한 성학대, 성폭력 등의 피해의 영향을 차단하기

하던 아동(8~13세) 대상 성폭력상담 건수가 2010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하다. 아동 성학

년에는 8.5%로 낮아졌다가 2011년에는 11.2%,

대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2012년에는 10.9%를 보이고 있어 감소 추세를

개정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본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동 성학대, 성폭력을 심각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1996년에 유

한 범죄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아의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연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동들을 성학대와 성폭력으

구(Lee 1996)가 시행되어 성학대, 성폭력 예방교

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

육은 거의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아동들 대

라고 사료된다.

상의 성학대 예방교육은 주로 아동의 권리(Han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

2003) 및 성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Lee 1996;

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

Ministry of Education 2008)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학대를 경험한 후 아동

굿네이버스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를

은 가해자에 대한 공포와 같은 불안증세가 두드

중심으로 하는 성학대 예방교육(PAPCM)과 교육

러지게 나타나고 수면장애를 보이기도 한다(Choi

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성에 관

et al. 2009). 학령기 아동은 학업부진과 친구관계

한 지식과 태도 등의 폭넓은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의 곤란 뿐 아니라 부정적 신체상을 갖고 성에

성학대를 다루고 있는 교육이 있다. 이러한 성학

대한 지식이 지나치며 우울과 불신감을 갖는다.

대 예방교육은 아동 대상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12~15 세 아동을 조사한

데 기여하고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Shin(2011)은 피해아동 대부분이 다양한 심리적

에 대한 가치관과 성문화가 변화하고 인터넷 사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피해아동들

용의 증가하면서 성 관련 범죄는 한시도 방심할

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공포와 비참함, 슬픔

수 없는 상황이다.

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였고 수면과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 문제는 성인

섭식문제,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으로부터의 성학대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 간

성폭력 피해아동은 우울과 불신과 같은 증상

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도 간과할 수 없는 일

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

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로부터 성폭력,

폭력의 장기적 영향이다. 아동기에 성 피해를 경

성희롱을 경험한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피해를

험한 사람들은 성인기까지 계속 수치심과 성적가

경험한 아동이 33%(Han 2007)에서 57%(Choi 2004)

치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역할에

에 달하고 있었다. 약 1/3 이상의 아동이 또래로부

동조했다는 죄책감을 경험한다(Lee & Kim 2006).

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피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 성피해를 경험한

해 아동들의 22% 정도는 일부러 무시하거나 모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인관계

척 했다고 응답하였으며(Han 2007) 15% 정도의 아

능력과 대인 신뢰감, 문제해결력이 낮았다(Kim

동은 별 느낌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Choi 2004).

& Kim 2000). 또한 우울, 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그저 장난이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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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것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성교육의 효과를 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

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나 성교

었을 때 성폭력 행동을 하거나 당하는 것에 무감

육의 단기적 효과만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각하여 성폭력이 행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그러므로 성교육을 받았던 경험과 성교육을 통해

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에 대

얻은 올바른 성지식 정도, 그리고 성의식의 관계

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살펴본다면 성교육이 아동의 성지식과 성인식

성교육은 어린 연령인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것이 좋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기에 성문제가 관

한편, 아동의 성에 대한 태도는 성에 따라 차

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성학대의 피해를 가장

이가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성 차별적인 인식이

많이 입는 연령이 중학생(35.3%)이며 다음이 초

높으며 성인식 수준은 낮았다(Hwang 1999; Han

등학교 고학년(27.7%), 초등학교 저학년(15.5%)

2007).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순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초등

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Lee 2004). 남아가 성지식

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성학대가 급증하므로 초등

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높았으나 임신이나 피

학교부터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

임, 성윤리에 대해서는 70%의 아동이 잘 모른다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내용은 성지식에

고 답하고 있어(Hwang 1999) 왜곡된 성지식에 노

치우쳐 있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의 지침이 없어

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곡된 성에 대한 지

아동들의 성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식과 태도는 자칫 아동을 성폭력의 위험에 빠지

(Youn & Kim 2001).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게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2008년에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성차별적인 인식이 높고 성인식 수준이 낮으며

자료를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

성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높다는 점, 그리고 또

등학교급 별로 성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 및 지

래의 성폭력 가해경험 뿐 아니라 피해경험이 높

도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았다는 연구결과(Choi 2004; Han 2007)는 남아의

이성교제, 성지식, 양성평등, 그리고 다양한 가족

성에 대한 태도가 왜곡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형 이해를 담고 있으며 중학교 1 학년에서는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성욕, 생명존중,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아이든 여아이든 성폭력을 경험하면 사건
당시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포, 비참함 등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

의 감정을 경험하였고 사건 후에는 무력감과 행

행동과 상관이 있었다. 성교육을 받은 초등학생

동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Shin 2011). 이러

은 성지식이 증가하였고 건전한 성태도가 증가하

한 심리적, 행동적 고통을 야기하는 성폭력 대처

였다(Kang 1994; Jang 1998; Hwang 1999). 비록

에 관한 방법과 능력은 부모의 지지와 상관이 있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아동들이 충분히 만족하

었다(Yoo 2006). 특히 남아의 경우 부모의 지지

지 못하고 있지만(Kang 1994; Kim 1998) 성교육

가 낮을 때 성폭력 피해에 대해 회피적 대처방식

의 효과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

이 높아 적절한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부모의

어 문란한 성태도를 보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지지는 아동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성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

관계가 있었으나 남아의 경우에는 성폭력 대처방

의식과 성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

식과도 상관이 있어 부모의 지지가 남아의 경우

다(Ryu et al. 2008).

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이 아동의 성의식 및 성태도에 긍정적

부모의 지원과 지지는 성폭력 대처능력과 상

영향을 주었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험연구를

관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성

통해 성교육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성교육을

과도 관련이 있다. 아동이 성학대에 노출되는 원

실시하기 전과 후의 성의식 및 태도의 변화를 보

인으로 아동의 낮은 자존감이나 외적 통제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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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의 적절한 보호 부족과 방임과 같은
가족 관련 요인을 들 수 있다(Choi et al. 2009).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4. 아동의 성의식은 아동의 성과 가정의 경제
수준,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5. 아동의 성지식과 성의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동은 성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II. 연구방법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부
모가 부재한 가정의 아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연구대상

성학대 피해 아동에 국한된 조사는 발견하지 못

본 연구는 성의식이 뚜렷해지는 시기인 초등

하여 전반적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조사 현황을
보면 친부모 가족의 아동은 2001 년에는 25.5%,
2009년 에는 28.1%에서 2011 년에는 32.8%로 증
가한 반면 아동복지 시설 내의 학대 발생 사례는
2009 년에 6.3%에서 2011 년에는 2.8%로 감소하
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따라서
부모의 부재 자체보다는 빈곤한 가정환경이 아동
의 성학대와 성폭력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빈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
생한다(Lee & Kim 2007; Kwak 2011)는 것은 일
반적으로 알려진 연구결과이다. 특별히 성학대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빈곤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성학대
역시 빈곤 가정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
다. 빈곤 가정에서 성학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은 빈곤 자체보다는 부모의 충분한 보살
핌의 부족에 기인한다(Kwak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 아동 성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의식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성교육 경험, 성학대
에 대한 인식, 성지식, 그리고 성의식에 대해 조
사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성지식과 성의식은 아
동의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
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1. 아동의 성교육 경험은 아동의 성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성,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성지식은 아동의 성과 가정의 경제
수준,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학교 고학년(5~6학년) 아동들의 성교육 경험, 성
학대에 대한 인식, 성지식, 성의식을 조사하기 위
하여 경기도 H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하고자 하는 변인들이 부모의 보호
가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과 일
반아동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일반가정 아동들의 자료는 초등학교에서, 부모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자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집하였다. 경기도 H
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된 지역아동센
터장 모임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는 지역
아동센터 10 곳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H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
사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또한 경기도 H시는 지역이 넓어 한 도시에 도
시와 농촌이 뚜렷이 구분되는 곳이다. H시에 거
주하는 아동들의 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도
시와 농촌 지역을 골고루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여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한 곳
과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초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of subjects (N=425)
N
%
Boys
207
48.8
Sex
Girls
218
51.2
5
343
80.7
Grade
6
82
19.3
Economic
Middle
284
66.7
background Low1)
141
33.3
Residential Urban area
192
67.6
area2)
Rural area
92
32.4
1)
Subjects of community child center
2)
Exclude subjects of community child center

Total
425
(100.0)
425
(100.0)
425
(100.0)
2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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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 성지식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아동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고 연구에 동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H

를 알기 위해 성지식에 관해 5 문항을 질문하였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다. Park(2000), Yoon(2004), Lee(2004)의 연구들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을 선택하였으

연구대상 아동의 성, 학년, 경제적 배경 및 아
동의 거주지역은 Table 1과 같다.

며, 선택한 문항들을 아동복지기관 종사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

Table 1에서 보듯이 남아가 207 명(48.8%), 여

를 들어 ‘여자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가 218 명(51.2%)이었고 5학년이 343 명(80.7%)

요?’를 ‘여자가 임신하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으로 대부분이었다. 일반아동이 284 명(66.7%),

변화는 무엇인가요?’로 변경하였다. (1) 여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이 141 명

임신을 하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

(33.3%)이었다. 일반아동의 경우 도시지역 학교

인가, (2) 성숙한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동이 192 명(67.6%), 농촌지역 학교 아동이 92

난자가 나오는 현상은 무엇인가, (3) 월경이란 무

명(32.4%)이었다.

엇인가, (4) 몽정이란 무엇인가, (5) 자위행위란
무엇인가의 5 문항이며 4지선다형으로 질문하여

2. 측정도구

정답 점수로 성지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 성교육

4) 성의식

아동의 성교육 경험에 대해 Park(2000)의 연구

성의식이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를 일컫

를 참조하여 5 문항을 질문하였다. (1) 성교육을

는 말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상태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받았나, (2) 성교육

(Ryu et al. 2008)이며, 본 연구에서는 성의식을

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3) 성교

성역할정체감, 이성교제, 성충동, 그리고 성윤리

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4)

의 네 영역으로 조사하였다. Kang(1994), Hwang

성문제에 대한 상담은 누구와 하나, (5) 성에 대

(1999), Park(2000)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한 지식은 어디에서 많이 얻고 있나의 5 문항이

문항들을 사용하였고, 성역할정체감 5 문항, 이성

며 5지선다형으로 질문하였다. 5지선다 항목들은

교제 3 문항, 성충동 11 문항, 그리고 성윤리 11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성역할정체감
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와 같이

2) 성학대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 관련 문항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

성학대에 대한 인식은 Ahn(1996)이 10 문항으

평등 의식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성교제는 ‘이

로 성학대 발생 후 대책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성친구를 사귀게 되면 부모님께 소개할 수 있다’

조사한 것을 참조하여 5문항을 선택하였다. 선택

와 같이 이성교제에 대한 개방적인 정도를 질문

과정에서 아동복지기관 종사자들과 협의하여 정

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가

하였다. (1) 누군가 나에게 성학대를 한다면 왜일

높음을 의미한다. 성충동은 ‘TV나 비디오의 야한

까, (2) 성학대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장면을 보면 자꾸 보고 싶다’와 같이 성충동이

말할까, (3) 혹시 성학대 당한 것을 부모님께 말

일어나는 정도를 질문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할 수 없다면 왜일까, (4) 성학대는 누구의 잘못

록 성충동 경험이 높은 것이다. 성윤리는 ‘성이

일까, (5) 성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란 것은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다’와 같이 성윤리

까의 5 문항이며 4지선다형으로 질문하였다. 4지

를 갖는 정도를 질문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선다 항목들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록 엄격한 성윤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성의식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55로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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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sex education (N=425)
Sex

Economic background
2

χ

2

χ

Total

Middle

Low

34
(15.6)

91
(32.0)

12
(8.5)

103
(24.2)

98
(47.3)

113
(51.8)

129
(45.4)

82
(58.2)

211
(49.6)

Home

11
(5.3)

21
(9.6)

31
(10.9)

1
(0.7)

Community child
center

13
(6.3)

24
(11.0)

8
(2.8)

29
(20.6)

37
(8.7)

Others

12
(5.8)

15
(6.9)

19
(6.7)

8
(5.7)

27
(6.4)

Aquisition of sex
knowledge

108
(52.2)

117
(53.7)

150
(52.8)

75
(53.2)

225
(52.9)

20
(9.7)

8
(3.7)

23
(8.1)

5
(3.5)

28
(6.6)

61
(29.5)

79
(36.2)

94
(33.1)

46
(32.6)

For better
marriage

12
(5.8)

10
(4.6)

13
(4.6)

9
(6.4)

22
(5.2)

Home

49
(23.7)

75
(34.4)

87
(30.6)

37
(26.2)

124
(29.2)

92
(44.4)

76
(34.9)

112
(39.4)

56
(39.7)

168
(39.5)

13
(6.3)

6
(2.8)

14
(4.9)

5
(3.5)

Professional
institute

46
(22.2)

57
(26.1)

65
(22.9)

38
(27.0)

103
(24.2)

Parents

99
(47.8)

142
(65.1)

164
(57.7)

77
(54.6)

241
(56.7)

Teacher

33
(15.9)

22
(10.1)

35
(12.3)

20
(14.2)

55
(12.9)

Counselor of
Brothers/sisters
sexual problems

4
(1.9)

3
(1.4)

4
(1.4)

3
(2.1)

Friends/seniors

16
(7.7)

16
(7.3)

26
(9.2)

6
(4.3)

32
(7.5)

Others

49
(23.7)

29
(13.3)

44
(15.5)

34
(24.1)

78
(18.4)

Parents

56
(27.1)

85
(39.0)

100
(35.2)

41
(29.1)

141
(33.2)

Teacher

63
(30.4)

72
(33.0)

72
(25.4)

63
(44.7)

135
(31.8)

Friends/seniors

18
(8.7)

9
(4.1)

18
(6.3)

9
(6.4)

TV/internet

26
(12.6)

18
(8.3)

35
(12.3)

9
(6.4)

44
(10.4)

Others

39
(18.8)

29
(13.3)

51
(18.0)

17
(12.1)

68
(16.0)

Experience of
sex education

Boys

Girls

No

69
(33.3)

School

Solution of sexual
Reason for sex curiosity
education
Right attitude to
other sex

Desirable place School
for sex
education
TV

Source of sex
knowledge

*p<.05, **p<.01

26.3**

*

14.4

*

16.1

19.7*

14.9*

81.6**

8.6

8.7

12.8

25.4*

32
(7.5)

140
(32.9)

19
(4.5)

7
(1.6)

2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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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awareness of sexual abuse (N=425)
Sex

Why someone would
abuse me sexually?

Sexual abuse is whose
fault?

What should be done
to the sexual abuser?

*p<.05

χ2

Total

Low

5
(2.3)

11
(3.9)

5
(3.5)

16
(3.8)

3
(1.4)

15
(6.9)

10
(3.5)

8
(5.7)

18
(4.2)

Because of my weak
appearance

56
(27.1)

52
(23.9)

74
(26.1)

34
(24.1)

108
(25.4)

Because he(she) is bad

132
(63.8)

140
(64.2)

181
(63.7)

91
(64.5)

272
(64.0)

Parents

160
(77.3)

179
(82.1)

226
(79.6)

113
(80.1)

339
(79.8)

7
(3.4)

5
(2.3)

8
(2.8)

4
(2.8)

12
(2.8)

4
(1.9)

8
(3.7)

5
(1.8)

7
(5.0)

Teacher

31
(15.0)

19
(8.7)

36
(12.7)

14
(9.9)

50
(11.8)

Because he(she) threat
me

70
(33.8)

76
(34.9)

93
(32.7)

53
(37.6)

146
(34.4)

Because of parents’
worries

80
(38.6)

80
(36.7)

114
(40.1)

46
(32.6)

160
(37.6)

Because of parents’
scolding

17
(8.2)

4
(1.8)

14
(4.9)

7
(5.0)

21
(4.9)

Because of shame

32
(15.5)

46
(21.1)

50
(17.6)

28
(19.9)

78
(18.4)

Me

6
(2.9)

15
(6.9)

12
(4.2)

9
(6.4)

21
(4.9)

Parents

2
(1.0)

0
(0)

1
(0.4)

1
(0.7)

2
(0.5)

He(she)

179
(86.5)

183
(83.9)

249
(87.7)

113
(80.1)

Nobody’s fault

18
(8.7)

19
(8.7)

21
(7.4)

16
(11.3)

37
(8.7)

To the prison

176
(85.0)

177
(81.2)

231
(81.3)

122
(86.5)

353
(83.1)

Pardon him(her)

3
(1.4)

5
(2.3)

6
(2.1)

2
(1.4)

8
(1.9)

Constantly watching

10
(4.8)

18
(8.3)

23
(8.1)

5
(3.5)

Don’t know

15
(7.2)

17
(7.8)

21
(7.4)

11
(7.8)

Girls

Because he(she) likes
me

11
(5.3)

Because of my short
skirt

Whom would you first Brothers/sisters
tell about sexual
abuse?
Best friend

Why would you not
tell sexual abuse to
parents first?

Economic background
χ2

Middle

Boys

14.0*

8.4

12.1

6.6

6.6

4.5

5.5

9.2

8.0

4.0

12
(2.8)

362
(85.2)

28
(6.6)
3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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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편이었다.

이성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함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많았으나 남아는 성에 대한 호기심 해

3. 자료분석

소라고 응답한 아동이 여아보다 많아 남아의 성

아동의 성교육경험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호기심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

Park(2000)의 연구결과와 같아, 남아는 성에 대한

여 chi-square 검증을 하였으며, 아동의 성지식과

호기심이 크고 성교육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

성의식 정도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는

소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검증을 하였고, 성지식과 성의식과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아동의 성교육 경험
연구대상 아동들의 성교육 경험이 아동의 성
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보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아
동이 24.2%가 되어 약 1/4의 아동이 성교육 경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지역
아동센터와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도 많았다.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는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으며(52.9%) 다음이 이성에 대해 올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함(32.9%)이라고 하였다. 바
람직한 성교육 장소로는 학교라고 응답한 아동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가정(29.2%), 전
문교육기관(24.2%)이었다. 성 문제에 대해 누구
와 상담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라고 응답한 아동
이 56.7%로 가장 많았다. 학교 선생님은 12.9%로
나타나 선생님과 상담하는 아동은 많지 않았다.
성지식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모(33.2%)와 선생님
(31.8%)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많았다. TV나 인터
넷이라고 응답한 아동도 10.4%가 되었다.
이들의 응답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chi-square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성교육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많았다(χ2=14.4, p<.05). 남아와
여아 모두 성교육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교육 장소로 바람직한 곳을 남아는 학교라
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아는 가정이라
2
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χ =16.1, p<.05). 성문

제를 상담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여아는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며 남아는 선생님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여아보다 조금 더 높았다
(χ2=19.7, p<.05). 특히 남아는 부모나 선생님, 형
제자매 이외에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이를 보면 성에 관해 여아는 가정에서 부모로부
터 교육과 상담을 받고 싶어 하나 남아는 부모보
다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지식을 어디에서 얻
는가에 대해서도 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얻는다
는 응답이 남아에 비해 높은 반면 남아는 친구나
선배, TV나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아에
비해 높았다(χ2=14.9). Yoon(2004)도 여아는 부모
님으로부터, 남아는 컴퓨터에서 성에 대한 정보
를 주로 얻는다고 하였으며, Kim(2002)의 연구에
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여아에게 더 열심히 성에
대해 가르쳐준다고 하여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
지식 습득이나 성문제 상담을 부모를 통해 얻는
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성교육을
받은 경험과 성지식의 출처에서 나타났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일반가
정 아동들에 비해 높았다.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성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비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
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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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학대에 대한 인식

보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남아가 여아

다음으로 아동이 성학대에 대해 어떠한 인식

보다 ‘가해자가 자기를 좋아해서’ 성학대한다고

을 갖고 있는가를 아동의 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아는 남아보다 ‘자기

준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가 짧은 옷을 입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Table 3을 보면 아동은 성학대를 당하는 이유

높았다. 이는 성학대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

는 ‘그 사람이 이상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여아가 남아보다 많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나(64.0%) ‘자기가 어리고 약해보여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

라고 생각하는 아동도 25.4%나 있음을 알 수 있

을 조사한 Ahn(1996)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다. 이러한 응답은 성학대가 온전히 가해자의 잘

타나 여아가 성학대의 원인을 자기에게 있다고 인

못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이 기여했다고 생각하

식할 가능성이 남아에 비해 더 높음을 시사한다.

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자신의 탓도 있다고 보
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성학대의 원인을 자

3. 아동의 성지식

신에게 돌리는 경향은 아동이 어릴수록 크다고

다음으로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정도가 아동

볼 수 있는데,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아

의 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아동이 성

동들을 대상으로 1996년에 조사한 Ahn(1996)의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에서 성학대는 자신이 어리고 약해보여서라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고 응답한 아동이 가해자가 이상한 사람이어서라
고 응답한 아동보다 많았다. Ahn(1996)의 연구와

Table 4. Differences of sex knowledge (N=425)

달리 본 연구에서 성학대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

M

SD

Boys

1.41

1.35

Girls

1.81

1.37

Economic
background

Middle

1.64

1.38

Low

1.55

1.37

신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상하고 나쁜 사람

Experience of
sex education

Yes

1.73

1.38

No

1.22

1.27

이어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p<.01

리기보다 가해자의 탓으로 보는 것은 이처럼 아
동의 연령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성학대 예방교육이 널리 이루어졌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성학대 예방교육이 10여년 전부
터 활발히 이루어져오면서 아동들이 성학대는 자

아동은 성학대를 당한다면 제일 먼저 부모에
게 말한다는 아동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11.8% 있
었다. 성학대를 당한 것을 부모님께 말할 수 없다
면 그 이유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37.6%)와
‘그 사람이 겁을 주어서’(34.4%)라는 응답이 대부
분이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
답한 아동도 18.4% 있었다. 성학대는 대부분이
가해자 잘못이라고 알고 있으며(85.2%) 가해자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83.1%)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성과 가
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를 chi-square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에 따른 차
이만 나타났다(χ2=14.0). 남아와 여아 모두 ‘그
사람이 이상해서’라는 응답과 ‘내가 여리고 약해

Sex

t
-3.04**
.62
-3.30**

Table 4에서와 같이 아동들의 성지식 점수는 5
점 만점에 평균 1.61, 표준편차가 1.3으로 매우
낮았다. 5개 문항 중 한 문항도 맞추지 못한 아
동이 28%나 되어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들(Lee 2004;
Yoon 2004)에서도 초등학교 아동들의 성지식 수
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Park(2000)의 연구
에서는 성지식에 관한 문항 8개의 평균점수가
100 점 만점에 46 점이라고 하여 본 연구대상자
들의 성지식 점수보다는 높았다. 이는 Park(2000)
의 연구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것을 질문한데 비
해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는 주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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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경험이 적었으므로 성지식 점수가 낮게 나온 것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동이라 할지라

으로 보인다.

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성

성지식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

지식을 적절히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았다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였는

(t=-3.04, p<.01). 여아가 성지식 정도가 높은 것은

데(t=-3.30, p<.01) 성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성

Park(2000), Lee(2004), Yoon(2004)의 연구와 같은

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았

결과였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는

다. 이는 성교육이 아동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과

적극적이었으나 성에 대한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

관련이 됨을 말하며, 올바를 성지식 습득을 위해

며 임신이나 피임, 성보건에 대한 것은 70%의 아

성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들이 모르고 있다는 연구결과(Hwang 1999)는
특히 남아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교육할 필요를

4. 성의식

시사한다.

아동의 성에 대한 의식이 아동의 성과 가정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경제적 수준, 그리고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않았다.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로부터 성지식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5에

얻기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로부터 얻는 경우

제시하였다.

Table 5. Differences of sexual consciousness (N=425)

Sex
Sex role
identity

Economic
background
Experience of
sex education
Sex

Dating

Economic
background
Experience of
sex education
Sex

Sex drive

Economic
background
Experience of
sex education
Sex

Sexual ethics

*p<.05

Economic
background
Experience of
sex education

Boys
Girls
Middle
Low
Yes
No
Boys
Girls
Middle
Low
Yes
No
Boys
Girls
Middle
Low
Yes
No
Boys
Girls
Middle
Low
Yes
No

M
3.18
3.31
3.29
3.17
3.26
3.21
3.65
2.60
3.27
2.79
3.04
3.04
2.74
2.38
2.32
3.01
2.60
2.40
3.14
3.51
3.21
3.60
3.37
3.21

SD
1.92
1.88
1.99
1.69
1.87
1.98
6.99
2.22
5.69
3.86
5.05
5.49
3.37
2.76
2.57
3.85
3.15
2.83
1.87
3.55
2.07
4.04
3.07
2.12

t
-.70
.58
-.19
2.08*
.90
.50
1.17
-2.15*
-.54
-1.21
-1.0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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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와 같이 이성교제에는 성별에 따라

아니었다.

차이가 있었다(t=2.08, p<.05). 남아가 여아보다

성역할정체감에서는 성차와 경제적 수준 차이

이성교제에 개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성

및 성교육 경험 유무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성 친구

자신의 성에 만족하고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하는

를 사귀게 되면 부모님께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

개방적 태도가 남아에게서 더 높았다. 이는 여아

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가 남아보다 이성교제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Hwang 1999; Han

다는 선행연구들(Kwon 1999; Park 2000; Han

2002)에서는 남아가 성역할을 구분하는 정도가

2002)과 다른 결과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높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본 연구와 다

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성교육 경험 유무에

른 결과였다. 이는 학교나 사회에서 양성평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관해 꾸준히 교육하고 계몽한 결과로 오래 전의

성충동에는 경제적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서 성

(t=-2.15, p<.05).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성충동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이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루어진 Han(2007)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대해

관한 선행연구들을 찾지 못하여 직접 비교는 어

남녀의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려우나 본 연구의 이전 결과와 연결하여 논의하

아동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점차 양성평등 방

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성지식을 부모로부터

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얻기보다는 선생님으로부터 얻으며 성문제를 상

성윤리에 대한 인식에서도 성차와 경제적 수

담할 사람을 뚜렷이 갖고 있지 못하므로 성충동

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윤리와 성태

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아

도에서 아동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동은 주로 부모로부터 성지식을 얻거나 성문제를

Yoon(2004)과 Han(2007)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상담하는데 비해 저소득 가정 아동은 그 비율이
낮았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성충

5. 성지식과 성의식의 관계

동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아동의 성지식과 성의식과의 관계를 알기 위

된다.

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충동에서 아동의 성이나 성교육 경험 유무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Hwang(1999)은

Table 6에서와 같이 아동의 성충동은 성지식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조사하여 남아가 여아

역상관(r=-.12)이 있으며 이성교제(r=.16) 및 성윤

보다 성충동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리와는 정상관(r=.27)이 있었다. 즉, 아동이 성충

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으나 의미있는 정도는

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성지식이 낮은 것과 상

Table 6. Relations between sex knowledge and sexual consciousness
Sex
knowledge
Sex knowldege

*p<.05, **p<.01

Dating

Sex
drive

Sexual
ethics

1.0
Sex role identity

Sexual
consciousness

Sexual consciousness
Sex role
identity

.06

1.0

Dating

-.02

-.02

1.0

Sex drive

-.12*

.04

.16*

Sexual ethics

-.02

-.02

.04

1.0
.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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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었으며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

정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아동이 많았으

하고 성윤리에 대해 엄격히 생각하는 것과 상관

며 성문제를 상담하는 대상도 부모님이라고 응답

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

한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다. 남녀아 모두 성교육

이 부족하고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이성에 대한

가진 아동이 성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으

바른 태도를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

며, 성충동이 높은 아동은 성윤리에 대해 보수적

나 남아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고 엄격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응답한 아동이 여아보다 많았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충동을 많이 경험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

아동이 높은 성윤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논의하면 성충동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적절히 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았고 성지식의 습득

소하지 못하고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을 나쁜 것

도 가정보다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을 통

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

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 성충동을 많이 경험하는 아동들이 성윤리에

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성에 대

대한 것은 높이 인식하고 있어 높은 성윤리가 올

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선생님의 역할이

바른 성지식 부족과 함께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을 좋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둘째, 아동이 성학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므로 아동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에 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학대는 가해자가 이상

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 사람이어서 일어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64.0%

성지식과 성의식간에 상관이 있었으나 Yoon(2004)

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자신이 어리고 약해보여

의 연구에서는 거의 상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서라는 응답도 25.4%가 있어 성학대가 약한 대
상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도

IV. 요약 및 결론

적지 않았다.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타난 응답
도 있었는데 남아는 ‘가해자가 나를 좋아해서’라

본 연구는 경기도 H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는 응답이 여아보다 많은 반면 여아는 ‘내가 짧은

5, 6 학년 아동들의 성교육 경험, 성학대 인식,

옷을 입어서’라는 응답이 남아보다 많았다. 이는

성지식 및 성의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아동

성학대에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높음을 의미한다.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H시는 도시와 농촌이

셋째,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은 낮은 편이었

혼합된 도시이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

다. 5점 만점에 평균이 1.61로 매우 낮았으며 5개

자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각각 한 개의 초등학교

문항 중 하나도 맞추지 못한 아동이 28%나 되어

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부모의 보호가 충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

분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들이 성문제에 노출될

인다. 특히 몽정과 자위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

아동이 매우 적었다. 성지식 점수는 아동의 성에

동들을 조사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의 성지식 점수가 남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므로 이들을 저소득

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

층으로 분류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

른 차이도 있었는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를 분석하였다. 일반아동 자료는 초등학교에서,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았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자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

이는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위해 성교육이 필요

료를 수집하였다.

함을 시사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

연구 결과, 첫째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이 약 1/4이 되었다. 남아에 비해 여아는 가

의 성지식 정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아동의 성의식 중 이성교제에 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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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개방

학년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

적인 이성교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의 성

고 성의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아 성의식을

충동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성충동을 경험

적절히 측정하지 못했을 것이 우려된다. 선행연

하는 정도가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높았다. 성역

구들에서 추출하여 신뢰도가 검증되었던 문항들

할정체감과 성윤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경

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았으므

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 아동의 성의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

다섯째, 아동의 성지식과 성인식의 관계를 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펴본 결과 아동의 성충동은 아동의 성지식이 낮

본 연구 결과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성에

고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성교육 자료

며 성윤리가 높은 것과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

결과는 성지식이 왜곡되고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

한다.

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을 성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올바른 성지식
과 성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교육 경험과 성학대에 대
한 인식, 성지식과 성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성
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성교육 경
험에서는 성차가 뚜렷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
에서 부모로부터 성지식을 얻고 성문제를 상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성지식이 높으
며 이성교제에 대해 남아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은 성지식을 가정 밖에서 주로 얻고 있었
고 성충동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성충동이 높
은 것은 높은 성윤리와 정상관이 있었으므로 성
충동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엄격한 성윤
리 기준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건전한
성을 위한 성교육을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몇 제
한점을 갖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저소득층
으로 분류한 것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한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
동들이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
에 따른 차이가 순수한 경제적 수준 차이가 못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
년과 6학년을 조사하였으나 5학년에 주로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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