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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은 1950년대 정결교육에서 1960년대 순결교육이라는 용 

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성교육의 논의는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발 

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에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성교육은 1990년대에 와서 성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보다 현실 

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관련과목이나 특별활 

동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교 

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장 그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 

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 

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 

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미혼율의 증가에 따른 초혼연 

령의 상승이다. 결흔적령기인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매년의 9.7%에서 

46.2%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1972년의 22.6세에서 2005년에 27.7세 

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및 후천성 불임율의 증7}， 저 체중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는 물론이고 저출산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교육이 소극적이었다면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 

는 성교육은 적정 시기에 결혼하고 출산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구자질 

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 

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뼈-201이」 에는 “건전 

한 미래세대 육성”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 

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 

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의 성교육 사례 분 

석，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 

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영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본원의 김경래 선임연구 

원， 유혜영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산물이다.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본원의 황나미 연구위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 준 손숙자 3급관리원 

에게도 감사의 뭇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청소년 성교육이 학교인구교육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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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Sexuality Education for Future Healthy Generations 

In recent Y'않rs， efforts have been made, at v때ous levels, in rl않ponse to low 

fertility and rapid population ageing. Low fertility is ca많ed not only by 

socio-economic r，않son factors but also by deterioration of reproductive h않lth of the 

women, 때nch rl않ùts from late marriage and pocπ knowledge on and seπice 

delivery system of reproductive health for the youth. 

As the young people’s physi때1 development becomes rapid and they can easily 

access to sex-related information throu방1 V때ous materials,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exuality education need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 to the youth. 

πris study 빠n뼈 at strengthe띠ng sex뻐lity education, effective and practical, 

specificall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elicited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ex없lity education ne벼s to be integrated into population education to maximize i잉 

effectivell않s. Secondly, the contents of texts, guidebooks, and other auxili때 

materials for population education and sexuality education should be a예usted to 

reality, with diversification. Thirdly, the sexuality and population 떠ucation should 

be connected to the delivery system of their service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Fourthly, the basic training course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portunities for 

diversified σ뻐피19 should be provided for the teachers at various level of schools. 

μstly， the concrete and practical education on sexual problems needs to be made. 





요약 

제 1 장 서론 

저1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口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1960대 순결교육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는 전인교 

육의 관점이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이 공 

식적으로 포함되면서 일반화되었음. 

口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됨에 따라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 

리 정착되어 초래되었음. 

- 저출산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만혼과 함께 청소년기에서의 생식보건지식 및 서비스 제 

공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청소년의 성f빼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 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 

정부의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실정으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 

련된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계획 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口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관련 정보들에 대 

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현실을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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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러 교과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고， 신체 

구조상의 생물학적 지식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이 요구됨.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보건소 조직망을 중심으로 학교， 가 

정， 민간단체가 연계된 성교육 사업 조직망의 구축이 고려될 수 있음 

口 본 연구는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교과서 성교육 내용분석， 

외국의 성교육 사례분석，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이해하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토록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口 문헌연구 및 외국 사례연구 

- 성 개념， 국내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7차 초·중· 

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함. 

- 일본， 미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제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口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F-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조사와 학급담임， 도덕， 기술 가정과 교λ}를 대상으로 승뜯 교사조사 

- 조사대상: 전국 131개 학교에서 학생 11 ，250명， 교사 1， 136명 

- 조사기간:2뼈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 조사방법: 조사원의 학교 방문 조사 또는 학교 담당교사에 의한 조사 

口 실태조사의 주요내용 

- 학생조사: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항， 학교 성교육 수업실태， 학교 이외 성 

정보 습득방법，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방법， 성 관련 인지정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남녀 혼전 순결， 이성교제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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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조사: 성교육 관련 수업실시 및 교육과정 이수여부， 학교 성교육에 

대한태도등 

口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향， 성교육의 내용과 방 

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제2장 이론적 배경 

저11 절 청소년기와 성 

口 청소년의 개념 

-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에서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기까지 

의 시기이며，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아동기의 인지적， 감정적 발달 

패턴이 성인의 패턴으로 변형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회구성원으로 독립되는 시기임 

-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육성법 

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함. 

口 청소년의 특정 

- 신체적 특징: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변화에 따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함 

- 정서적 특정: 생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라 호기심과 불안감이 형성되고 

성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불안 

정한 상태에 놓임 

- 사회적 특징: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동성이나 이 

성 친구에 몰두하며 자신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함. 

口 청소년기의 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냄. 

- 긍정적인 측면: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데 필요한 심리적·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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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구의 표현이며，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삶 

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됨. 

- 부정적 측면: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口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을 심어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됨. 

저12절 성교육의 개념 

口 ‘똥X’， ‘gender’, ‘se때ality’는 모두 ‘성’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상이함. 

- ‘않X’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 또는 선천적 성을 의미함. 

- ‘gend하는 사회의 문화적 영향， 양육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는 후천적 성 

을 의미하며， 두 개의 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함 

- ‘sex뻐ity’는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 

구조， 성관계와 생식 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및 성관계 그리고 규범과 느낌을 총괄함. 

口 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은 ‘se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생리적 측면 이외 

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sex뻐ity’를 의미함. 

- 성교육(sexuality . educatio띠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된 사 

회 규범을 지도하는 교육， 즉， 생물학적 성 기능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는 교육을 말함. 

성교육은 특정한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인격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시기부터 사춘기， 청소년，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함. 



요약 21 

口 성교육의 목표 및 방향 

-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기반으로 건전 

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성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태 

도의 확립 및 건전한 성행동 실천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 

이나 내용이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3절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 현황 

口 1960년대 7}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시기 및 지도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결교육에서 순결교육으로 전환됨. 

- 교과과정으로는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한 기초 지 

식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결혼， 가족 양육， 생리， 육아 둥의 단원이 보강 

되면서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성교육이 본격화됨. 

口 1980년대에는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됨. 

- 1982년 교육부는 순결 교육이란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 

로 사용하고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 

를 통해 성교육 실시를 발표함. 

• 성생리， 성심리， 성윤리의 세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는 규범적 내용만 강조됐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는 미흡 

口 1993년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 

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권고함 

口 2001에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보급함. 

- 초중고교별로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정규교과와의 연계를 강조함. 

-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및 재 

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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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성교육의 변화· 발전과 정부의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 

교에서는 여러 여건 상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口 국내 성교육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口 성교육이 정규 교과과정 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나 생 

물， 가정， 사회， 체육 등 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분명하고 체계적인 학습목표가 없고 학년별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임. 

• 중복학습， 수준미달， 비현실성 등으로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흥미 저하. 

口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함. 

- 현실적으로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육이 포함된 체육과정 

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口 청소년들이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왜곡·과장된 성지식을 습득 

하고 잘못된 성경험을 갖는 등 성교육은 상당부분 방치되어 있음. 

口 학교 성교육이 성문제 예방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후 처리 방법이나 

성상담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성상담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 전문 인력 부 

족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그 수준도 낮은 실정임. 

• 학교， 민간단체， 보건소 등의 서비스간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그 성과가 

미약한수준임 

제3장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내용분석 

저11 절 초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口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8가지 하위영역별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분야가 많고， 

성교육이 특정 내용이나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음 



요약 23 

- ‘신체 발달’과 ‘성 건강(생식기 청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 발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차 성징이나 월경， 몽정 등의 내용은 대부분 6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신체 발달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숙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되어야 함. 

-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과 우정，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저 

학년부터 꾸준히 제시되어 있으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성과 관련된 

‘자기주장’， ‘결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사회적 환경’， ‘양성 평등’으로 구성되는 ‘성문화·성윤리’의 내용이 부족 

저12절 중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口 1학년 체육과 기술· 가정교과를 통해 성교육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는 등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됨 

-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 

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 

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각 학년별 내용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l학년 이후 체계적 성교육이 부족 

-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수준 차이가 심함. 

• 어떤 교과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 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 

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타 교과서는 생식기관의 구조와 차 

이， 호르몬의 변화，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 임산에서 출산까지의 과정 

을 아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口 성교육의 다양한 내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 

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 

택’， ‘생식기의 보호·위쟁 등의 내용은 매우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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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결이나 정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비해 다양한 성태도를 수용하고 있으 

나 여전히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함. 

•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정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동의 성 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으나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사후대처 방안에 대 

한내용은부족함. 

제3절 고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口 생식기， 이성교제， 성평등 등의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충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보강·심화됨 

-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었음. 

• ‘신체 발달’"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둥 중학교에서 다루어 

졌던 내용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 위생’ 등의 내용은 고동학교 과정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음. 

-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수준 차이가 심해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 체육과 기술·가정， 과학 동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과 외에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등의 교과에서 

부분적으로는 다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함. 

제4장 외국의 성교육 운영사례 분석 

저11 절 미국 

口 미국의 성교육은 건강교육 안에 들어 있는 가정생활교육에서 다루어짐. 



요약 25 

-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각 주와 학교는 미국 교 

육부의 교육기준 참고로 교육과정을 개발함. 

口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은 미국의 성교육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생애에 걸친 정보의 습득과 정체성， 인간관계， 친밀성에 관한 태도， 신조， 

7께관 형성을 목적으로 포괄적 성(않xuality) 교육의 관점에서 작성됨. 

-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인간의 성(sex뻐ity)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 인간관계 기술 형성을 지원 

• 성적 인간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 

口 포괄적 성교육의 교육내용으로서 인간발달， 인간관계， 개인적 기술， 성행동， 

성적 건강， 사회와 문화 퉁 6가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 

저12절 독일 

口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독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래 각 주에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을 실시시‘함함 

- 독일의 성교육은 생물학과 의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 지식을 주 

는 것에 목표를 두고있으며， 성행동 자체는 별로 언급하지 않음. 

口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도권만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학교 성 

교육의 일반적인 학습목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그 책임까지도 위임하 

는등 영향력을 행사함. 

제3절 영국 

口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으로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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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교직원， 지방교육당국의 대표， 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이사회 

가 설치되어 협의를 거쳐 학교의 SRE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함. 

口 SRE의 목적은 r Sex and Re1ationship Edu때tion 버따lceJ 에 나타나 있고， 청소 

년의 신체적， 감정적， 도덕적 발달을 지원함. 

- SRE에서는 @ 태도 및 가치관，(2) 인격적 · 사회적 기술，@ 지식과 이해 

동의 3가지를 주요한 학습요소로 생각함. 

口 정부는 SRE가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뾰)의 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PS田 자체도 성교육에 관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함 

-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목적 

• 유아 및 아동학생이 자신과 책임성을 발달시켜 능력을 최대화 하게 함. 

•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의 형성. 

• 좋은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 

술， 이해를 몸에 익힘 

口 영국에서는 「없lthy schooLpro맹nnneJ 이 실시됨. 

- PHSE의 틀에서 실시되는 SRE로 유아 및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맞춘 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 

제4절 스웨덴 

디 스웨멘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 1956년 7-15세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남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도 남녀 구별 없이 담당하도록 함 

- 1977년부터 r Sexuality 뻐dPerson따 Re1ation삶ripJ으로서 실시됨. 

• 주로 ‘생물’ 교과에서 디루어짐. ‘체육· 보건’ 교과에서는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학습을 제공함. 여기에 건강한 라이프스킬의 형 

성을 위한 개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도 포함됨 

口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생물학적 사실을 가르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제공하는것임. 



요약 27 

- 스웨멘의 학교 성교육 체계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비교육， 11-

13세， 14-16세， 17-20세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됨. 

• 초등학교 초기에 인간의 성과 생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중학교 

초기에 실제적인 피임기술을 교육함.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 

을 심어줌으로써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녀가 가정 

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건전하고도 성스러운 행위로 인지시켜 도덕 

적 타락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사나 보건교사 

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음. 

제5절 덴마크 

口 덴마크에서는 19매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이어 1971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됨 

-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 

을 배양하고 책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임. 

• 성교육 전담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급 성교육을 담당함 . 

• 학교 성교육은 7-9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고등학교에서는 성의 의미， 성에 대한 책임감， 피임의 종류와 방법 등 보 

다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함 

• 성교육은 생물 수엽의 한 부분으로 총 3-4주 동안 1주에 3시간 정도 

口 학교 교사 뿐 아니라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비중이 를 

- 학교 의사는 l명 이 10-20개 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함. 

- 덴마크 가족계획협회가 운영 중인 피임클리닉도 활성화되어 있음. 

•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사는 환자와 약속이 되면 병원에서 만남을 가짐. 

• 초둥학생들은 성교육 과정에서 한번쯤 이 클리닉을 방문하여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자세히 습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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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절 일본 

口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학습지도 요령을 기초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 

를 통하여 행해짐.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스웨벤의 성교육과 유사함. 

- 성교육 내용의 선택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는 교사， 보호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강조하고 있음 

口 일본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성을 인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을 전승}는 것임. 

- 또한 학생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남녀평동의 정신을 기본으로 올바 

른 이성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몸에 

익혀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임. 

-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 자기의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 남녀의 인간관계 육성에 필요한 내용，@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서 필요한 성에 관한 내용 둥 3가지 영역이 고려됨. 

口 교육의 방법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 

는 방향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 

- 양호교사나 학급담임 등이 성에 관한 개별지도를 행하고， 학생은 개별적 

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최근에는 학교나 교λL 보호자 이외 폭넓은 사회의 의견이나 사고방식도 

반영되고 있음. 학교와 지역이 연대해서 학생이나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 

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7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口 미국， 영국， 스웨덴 동에서는 성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지 

식이나 이해， 방법 동을 지도하는 인간관계 기반의 성교육을 실시함 

- 올바른 인간관계의 구축이 성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 

초로 인식됨. 



요약 29 

口 라이프스킬 교육이 도입되어 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됨. 

- 미국， 영국， 스웨댄， 일본 둥에서의 성교육은 개인의 자부심 향상이나 자 

신이나 책임 동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동이 성， 성적 건 

강， 가족생활， 살아가는 방법 동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획득， 

이해， 가치관， 태도， 라이프스킬 등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임. 

- 학생의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승F는 성교육의 학습 환경 만들기 위 

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음. 

口 성교육 차원에서 성에 관한 위험행동에의 대응도 이루어짐.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동에서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 

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시되고 있음. 

-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흡연， 불건강한 식습관， 불충분한 신체활동， 음주 

와 그 외의 약물사용'， mv감염이나 그 외의 성감염증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초래뺨 성행동， 폭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해를 초래동F는 행동의 6개 

위험행동 영역을 분류하고 있음. 

• 신체와 건강에 관한 성교육 과제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영역의 과제가 

됨. 또한 성적학대나 성적착취에 대한 성교육은 폭력과 불의의 상해를 

초래하는 행동파 관련됨. 

• 따라서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나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口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됨. 

- 미국의 학교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됨. 

-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학생의 인격， 사회성의 발달과 건강의 촉진을 지원 

하는 개인적 · 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 속에서 이루어짐. 

- 스웨덴은 성교육이 다른 건강교육과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함. 

-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성의 자인(담認，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성아나 과제 

에 대처핸 능력 육성 등 라이프스킬의 형성과 생활방식의 육성이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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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분석 

저11 절 학교 학생(초·중·고) 

1. 학교 성교육 관련 수업실태 

口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 

이 성교육을받았음. 

口 학교 성교육 관련 학습내용 

- 생식기구죄이차성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4%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임신j출산으로 74.5%, 이성교제/성관계l혼전 

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l에이즈 52.5%, 미혼모J인공유산 25.4%, 

기타 8.8% 등임. 

• 미혼맙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이 매우 낮은데， 이는 생식보건문제를 증 

가시키고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口 학교 성교육의 도움정도 

-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8%, 약간 도움 

이 된다 28.1%, 보통이다 3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37.9%로 매우 

낮은수준임. 

•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 

여 성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함. 

2. 성 정보 습득 방법 및 고민 해결 방법 

口 학교 이외 성정보 습득 방법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습득이 28.8%로 가장 많으며， 친구/선후배는 

27.4%, 부모l친인척 14.7%, TV 12.6%, 기타 8.3%, 잡지/만화 2.4%, 사회종 



요약 31 

교단체 2.1%, 비디오 2.2%, 형제자매 1.6% 등의 순임. 

•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이며， 왜곡된 지식 

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이 전달이 요구됨. 

口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 및 해결방법 

-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 방법은 친귀선배와 상담하는 경우가 32.8%로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은 부모와 상담한다는 응답。1 21.8%, 혼자 해결 한다 

18.2%, 인터L체PC통신 10.6%, 기타 방법 5.0%, 형제자매와 상담 3.0%, 상담전 

문가와 상담 2.2%, 성교육 관련 책 1.9%, 학교 선생님과 상담 1.3% 등의 순이 

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남. 

• 성문제를 ‘친귀선배’ 동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은 전문적인 청소년 성상담 클리닉이나 서비스센터가 부재한 현실의 반영임. 

향후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성상담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합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 성교육지도， 자위행위， 성교육지도， 이 

성문제，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 피임방법 등의 순임 

3. 성 관련 내용 인지 정도 

口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율은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 

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율은 42.6%임 

-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 

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 

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口 학교 성교육 학습내용과 성관련 지식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성 

교육을 받은 내용과 관련 지식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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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가치관 

口 혼전 순결에 있어 남자보다는 여자에 대해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임. 

- 남자의 결혼 전에 순결에 대해 71급적 지켜야 한다논 응답은 41.1%,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로 전체 학생의 약 끽3정도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함 

• 여자의 결혼 전에 순결에 대해서는 7}급적 지켜야 한다는 39.6%, 반드시 지켜 

야 한다는 34.2%로 전체의 약 3/찍도가 여자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함. 

口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매우 

찬성이 8.4%; 대체로 찬성이 22.5%, 별로 찬성 안함이 34.6%, 전혀 찬성 안 

함이 34.5%로 부정적인 태도가 약 70%임. 

- 이는 남녀의 혼전 순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일관된 결과임 

•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 

목에 대한 태도는 별로 찬성 안함 또는 찬성동F는 부정적인 태도가 약 깨%임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태도 

는 찬성이 24.6%, 찬성 안함의 비율이 78.4%로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 

口 혼전 임신의 경우，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28.2%,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49.4%, 낳아서는 안된다 7.5%, 모르겠다 14.9% 등으로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끽3 이상이 출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저12절 담당 교사 

口 성교육관련 수업 실시 

- 현재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33.5%는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5%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함 

口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4%이며， 64.6%는 이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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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성교육 교과내용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 

다는 응답이 1.1%, 적절한 편이다 20.2%, 보통이다 46.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9%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21.3%에 불과함. 

口 성교육 교과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매우 적합 

하다 0.5%, 적합한 편이다 14.4%, 보통이다 41.4%,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39.0%,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4.6%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14.9%로 

매우낮은수준임. 

口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0%로 높게 나타남. 

口 학교 성교육 수업에서의 애로 사항으로는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 

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 

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의 순으로 나타남. 

제3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口 기대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으로 응답하여， 학교 성교육의 양적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됨. 

口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만 

큼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口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에서 사회 환경이 조성되변 끽3 이상이 출산하겠다는 태 

도를 보여 원치 않는 임신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口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들 

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성교육의 질적인 측 

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34 

口 교사들이 성교육 교과 내용이 진부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보조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음 성교육이 실질적인 학생들의 성문제 예방 

및 해결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보완이 요구됨. 

제6장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제 1 절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1. 학교 성교육의 기본목표) 

口 학교 성교육의 기본 목표 

-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배양함. 

-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함 

-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함 

口 학교 성교육의 학습 목표 

- 실적이고 올바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성문제를 예방 

- 성적 의사결정력의 배양 

-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배양 

- 성평등 교육의 실시 

- 생명에 대한 존중감 배양 

- 인간관계 교육의 실시 

2. 학년별 성교육 목표 

口초등학교 

-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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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학습목표는 @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2) 부 

모， 형제， 친척과의 혈연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사량하고 돕는 생활태도를 

배우며，@ 자신이 소중한 만큼 주변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 

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 및 남녀 역할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5) 

신체발달에 따른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임 

口중학교 

- 학생들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지적 발달의 성숙과 원만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태도를 배양함. 

- 세부 학습목표는 @ 신체발달에 대한 남녀 간과 개인 차이를 알고， 자기 

성장을 바르게 이해함，(2)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성적 에너지의 역할 

을 이해시키고， 이를 승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자율적인 생활태도 

를 배양함，@ 남녀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이해함， 

@ 순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 윤리관을 확립함，(5) 남녀 각 

각의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을 인식함，@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임. 

口고등학교 

-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건전한 심신관리를 도모 

하고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있는 태도를 길러 직업인으로서 그리 

고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도모함. 

- 세부 학습목표는 @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와 생명의 탄생 과정을 이해 

함，(2) 성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성윤리 의식을 고취함，@ 이성에 

대한 관섬， 사랑의 의미， 성생활， 피임 등을 이해함，@ 결혼과 가족의 의 

미를 이해함，(5) 임신의 중요성， 과정， 분만 및 육아 방법을 이해함，@ 

가족계획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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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口 학교 성교육내용 

- 청소년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학습함. 

口 성교육운영 방법 

-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형태의 변화가 요구됨. 

• 성교육 수엽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업내용에 따라 이론 보다는 실제 경험사례를 인용하는 등 다양한 방 

법의 접근이 요구됨. 

- 성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기술가정과 교λh 보건교사， 체육교사 외에 일반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r기울여야 하므로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필요함. 

제3절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口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학교， 보건소， 청소년 이용기관， 민간단체 등임. 

- 이들 기관 간에 효율적인 연계가 구축될 때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임 

口보건소 

-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청소년 성교육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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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함. 

- 학교 및 청소년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등에 성교육과 관련된 보 

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나 상담 전문가를 연결하 

는 역할을담당함. 

口 민간단체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성 상담센터를 통해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 

을 통한 상담을 각 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연계 모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口 청소년 이용기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상담기관 및 사 

회복지관 등은 일차적인 성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함. 

• 일차적인 성 상담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 센터에 연결해 줌. 

口 기타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클리닉， 서비스센터가 부재하여 청소년들이 

성문제를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거나 무허가 불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사이버 성상담 지원 강화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10대 -20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상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청소년 성건강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성상담은 물 

론，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상담， 각종 성교육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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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결론 

口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 

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 

-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하고，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 보조자료 등이 다양하 

게 개발되어야 함. 

-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 

비스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 

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 

이 이루어져야 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뒤늦은 시기에 출발하였다. 1960 

년을 전후한 성교육은 성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정결 또는 순결교육이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교육의 주체도 학교보다는 부모가 전적으로 담 

당하며， 학교는 성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행동에 직면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 지 

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법 등이 논의 

되기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성교육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생물， 체육， 가정 둥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중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여성생리에 관한 기초 

내용이 포함되면서 성교육이 태동하게 되었대김성애， 2뼈) 

1970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확립시켜 이들 스스로 

가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야기하고， 성적인 충동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 

립되어 학교 성교육의 발전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3년에 문 

교부가 배포한 ‘성교육 지도자료’에서 성교육이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어린시절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 

계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성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 

였대고진배， 199끼 

1990년에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자료는 1983년의 내용에 비해 성교육의 목 

표나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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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성교육에 관한 제 

6, 7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내용에는 성교육은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성교육은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 전반 

에 걸친 주요 교육과제로 인식되었대교육인적자원부， 2(01).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과목이나 특별활동 및 결강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 

한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 

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 

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 

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대김두 

섭， 2002). 

저출산 원인은 그간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보건의료적인 원인의 하나는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후천성 불임증， 

저 체중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 

년기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생식보건교육 및 서비스 제공의 부족이 누적된 결과 

이기도 하다. 더욱이 여성의 초혼연령이 1972년 22.6세에서 2005년 27.7세로 급 

상승함에 따라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후천적 불임증 등 이미 악화된 생식보건 상태를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나， 건전한 결혼 및 자녀관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정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치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청 

소년기부터 생리적， 과학적 지식과 성 윤리 및 가치관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性)건강은 인구재생산과 관련 

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하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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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어 있다. 이 시기에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최근 정보화 및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보급 둥으로 성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 

하게 범람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여러 가 

지 개방적이고 선정적인 성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현 

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 

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성교육 

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고， 신체구조상의 생물학적 지 

식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식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못 

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가 연계 협력하여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으나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극히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건전한 미 

래세대 육성’분야에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세 

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정 

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 

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청 

소년의 성문화 및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청 

소년의 성과 관련된 가치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2뼈년부터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정부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하여 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동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간 청소년 성문제 

와 관련해서는 성교육 개발 및 상담에 관한 소규모 연구사업이 지원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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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교육과 연계된 사업 활동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성 

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성상담 지도사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학교와 보건소， 민간단체와 가정이 연계된 사업조직망의 구축이 절실 

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및 초·중· 

고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외국의 성교육 사례분석，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지식 이해와 건전한 성가치관 

을 정립시키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문헌연구에서 청소년 성교육 관련 기존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성 개념 및 우 

리나라 학교 성교육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학교 성교육상 어떤 문제점들이 지 

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일본， 미국， 스웨멘， 멘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 

석하여 그 현황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학교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향， 성교육 

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교과서 내용분석， 외국 사례연구， 학교 성교육 실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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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그림 1-1 참조)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1일부 

터 10월 21일 기간중 학교별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규모는 전국 1327R 학 

교에서 학생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에는 응답능력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5-6학년(각 1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년(1-3학년 각 1학급)을 대상으로 하 

였다{부록 1 참조) 조사방법은 학교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당교사가 통보해 

준 일시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학교측에서 직접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직접 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 설문지는 학생의 ‘학생용 조사표’를， 교사의 경우 ‘교 

사용 조사표’를 각각 이용하였대부록 3-부록 4 참조). 

[그림 1-1] 연구 진행도 

연구목적 설정 

μ 

문헌연구 1=추 
• 기존 연구 검토 I 1. 정책대안 탐색 
• 현행 교과서의 성교육 I 1. 학교교육 현황 파악 
관련내용분석 

• 외국 성교육 현황 분석 1 μ 

3. 조사항목 

정책대안 도출 

ι 
정책 제언 

송=1 실태조사 

• 초·중·고 학생 

·담당교사 

조사항목의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 



44 

항 이외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등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항 

목들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대상 조사의 특수성과 조사항목수 등 

제약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가급적 배 

제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 중 일부항목은 r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조사항목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세대간 쩨 등의 분석이 기능하도록 하였다 

〈표 1-1) 조사항목 분류 체계 

구분 문항수 문항내용 

·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종교， 희망 교육수준 
개인·가족 13 •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에 대한 태도， 양육대상자 
사항 · 부모생존여부， 부모 이혼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 가족구성(확대 · 핵가족)， 가구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2 •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간의 관계 

가족관 9 ·학생의 가족관(이 
• 과목별 가족내용， 학습한 가족내용， 가족내용 이해도 

결혼관 16 •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결혼관(1지 
• 학생본인의 결혼 의향， 배우자의 조건 

• 자녀의 필요성， 학생의 자녀괜1이 
자녀관 15 • 학생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 남아 선호 여부 

•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부모의 가사분담정도 

성역할관 8 ·부부간 가사분담， 자녀양육분담，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태도 
• 학생의 성역할관(3) 
• 남학생의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 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 학교 성교육 내용，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 담당 과목 
• 학교 성교육외 성지식 습득경로， 습득내용， 성지식 정도(5) 

성교육 16 ·성문제 상담대상자 
• 남성 · 여성의 혼전순결， 혼전임신，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 이성교재 경험 

정책 2 ·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여부， 저출산고령화정책 인지도 
•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고령화 4 •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 노인이 된 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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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132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조사 거부가 발생하 

여 총 131개 학교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은 학교의 지원과 

조사원의 지도에 의하여 당일 출석학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 11，250명이 조사완 

료 되었다{표 1-2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 

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1-3 참조)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기와 성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Adolescence )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 

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어원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청소 

년기란 유년과 성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유년에서 성 

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 

의 시작으로부터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심리적 발달 단계 

로 볼 때 아동기의 인지적， 감정적 발달 패턴에서 성인의 완전한 패턴으로 변 

형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또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회구성원으로 독립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12-18세 사이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심리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아 정체 

성이 확립되는 때를 청소년기라고 한대이문희， 1993) 즉， 일반적으로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성호르몬의 분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 

하여，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경까지를 말 

한대김태련， 1992). 

법적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 

로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육성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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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하고 소년을 초등 

학교까지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Ber밍us와 Roth는 사춘기와 청소년 개 

념은 서로 밀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12-20세까 

지의 급성장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생물학에서는 청소년이란 성인으로 성장해 

제2의 성징인 신체적·생리적 성숙의 특정을 나타내는 시기로 보며， 사회학에서 

는 인간의 행동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 

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권이종， 1998).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신체 

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인 변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 

달단계의 한 기간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변에서 질적， 양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의미 있 

는 관계를 형성하고 가치체계를 형성해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 선 

상의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유발하는데， 우선 신체적으로는 성장호트몬 분비량의 변화에 따 

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나타나 

기 시작한다. 남자의 경우 고환 및 부고환의 성장， 음모， 신체 성장， 음경의 변 

화， 안면 및 겨드랑이의 털， 몽정， 땀샘， 여드름 등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여 

자의 경우 유방의 성장， 음모， 신체 성장， 초경， 우선 및 땀샘， 여드름이 발생한 

다f뻐뼈1， 1974). 또한 유아기 이후 인간 발달 단계에서 가장 왕성한 신체적 

발육이 진행되어 남녀 모두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신체적 성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뼈와 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소위 사춘기1)라고 말 

1) 사춘기(Pubeπy)라는 말은 라틴어의 pu뼈S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성인다운 연령， 모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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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청소년기와 사춘기가 동일어2)처럼 사용될 정도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다. 

이 시기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는 매우 급격하면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청 

소년들에게 호기심이나 불안을 쉽게 일으키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성적 변화 

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둥 불안정한 상 

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스스로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 

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인 특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인 변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Newr뻐1은 신체적인 변화가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 

에 대하여 4가지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 

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며， 둘째， 각각 성역할 정체감을 강화하는 작용 

을 하고， 셋째， 급격한 신체변화의 반동으로 보다 자기도취적인 욕구를 해소하 

려 하며， 넷째， 신체적 발달의 각 측면이 어떠한 양면 가치적인 감정을 불러일 

으킨다고 하였다{이문희， 1993, 재인용).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 원인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외에도 인지적 변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망 발달로 인한 자아의식의 변화， 사회적 역할 기대에 따 

른 적응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기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며， 과민하며， 열정적이고 격동적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낙담에 잘 빠지거나 화를 잘 내고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이성 앞에 

서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나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 

Blos(1962)는 신체 성장에 대한 심리적 적응 체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초기 청소년기로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심리적으로 아직 준비 

음모의 발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하영희， 2뼈1). 

2) Hurcock는 남녀의 성적 성숙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기를 전 청년기(여 10‘ 11세， 남 1 1-13세)， 
청년전기(여 12~17세， 남 13~17세)， 청년후기(여 17~21세， 남 18~21세)로 세분하였다. 이 
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유업되는 관문인 청년전기를 사춘기라 한대구자옥， 1991). 즉， 사 
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기에 틀어선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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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지 않아 청소년 자신들은 스스로의 사고와 충동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다. 이러한 부적응은 생물학적 성숙과 심리적 기대가 적절히 통합될 때 해소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중기로 부모의 인정이나 지지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 즉， 친구들에 대한 애착심과 연대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친구 

들을 더 의식하며 믿고 따르게 된다. 세 번째는 청소년 후기로 신체적， 생리적 

성숙과 심리적 발달 및 적응이 공고히 통합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독특한 판단， 

흥미， 지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과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기 특유의 자아 

중심성도 줄어들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리적 성장이 끝난다고 보았다 

끝으로 사회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짐에 따라 부모와 잦은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인들에게 자신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반항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2의 반항기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발달과정 

으로 이를 통하여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김은영， 2(06). 정윤영(1993)은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 

하고자 효}는 노력이 올바로 수행될 때， 일과 사량을 배우고 직엽， 결혼， 인생관 

등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승인의 욕구와 소속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집단 소속의 감정이 강하다. 따라서 친구 집단에서의 

배척을 두려워하여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에 속하 

기 위해 무리하게 행하는 사례가 많다. 즉， 청소년의 비행은 이러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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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기의 성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 

한 심리·애정적 욕구의 표현이며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 

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 

낙태， 성폭력 동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대홍봉선· 남미애， 2뼈，). 

Jersild(195끼는 청소년의 성을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 

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점 

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 

라 청소년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둘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 진다. 셋째， 이성에 대 

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라든지 연 

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막연하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넷째， 성욕의 배출에 있 

어 문제를 경험하거나 사회적인 성문화의 강한 자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섯째， 특히 성인의 성도덕관과 청소년의 성도덕관의 자질 때문에 

때로는 억압된 형태로， 때로는 방임적인 형태로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성적 악 

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교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상 많 

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성 충동이나 성 관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 

인 태도를 취하여 중학생의 60-80%, 고등학생은 97.4%가 찬성하고 있으며 실 

제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중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고등학생은 두세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고 있대김은영， 21뼈)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1998)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학생 중 남자 28%와 

여자 30%, 고등학생 중 남자 54%와 여자 53%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거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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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남자 69%, 여자 37%, 고등학생 중 

남자 91%, 여자 60%가 성충동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위 

행위의 경험은 중학교 남자 36%, 여자 8%와 고등학교 남자 28%, 여자14%로 나 

타났다. 성 경험의 경우 중학교 남자 3.5%, 여자 2.5%와 고등학교 남자 17.7%, 

여자 10.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상원(199끼에 의하면 전국 중· 

고등학생(3，뼈명)중 성 경험.Af는 남자 중학생 11.0%, 여자 중학생 3.5%, 남자 고 

교생 17.6%, 여자 고교생 5.5%로 확인되었고 이들 기운데 성병 감염자가 1.5%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여학생 

중 40명당 1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40명당 10명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성적인 충동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성교제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청소년의 이러한 특징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거나 성적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충동을 발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의 유흥 퇴폐적인 환경과 언 

론매체는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더욱 자극하며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 

고 여기에 가세하여 인간 경시풍조와 성의 상품화 현상은 청소년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면서 오히려 성충동을 자극하고 있다{이재창， 1996).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각종 만화， 광고， 영화， 드라P}， 대중가요， 인터넷，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거의 대부분 성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 

게 접하는 문화 속에서 성은 교묘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이용되며 일간지도 성 

에 관한 대범한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대구자혁， 2뼈，). 여기에 최근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온라인 포르노나 온라인 성폭력이 중고생， 심지어는 초 

등학생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출처를 살펴보면， 장경숙(199이의 조사연 

구에서는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54.3%, 선생님 이 24.3%로 나타났고， 여 

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48.9%, 친구 27.7%로 나타나 남학생은 친구， 여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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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성지식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숙(199끼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친구， 잡지， 책， 선생님의 순이었고， 여 

학생은 친구， 대중매체，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정(199이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책，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 

해 성지식을 얻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남자 고등학생 

은 책이나 잡지를 통해 성지식을 가장 많이 얻고 있었고， 그 다음은 친구를 통 

해서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은 친구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경희(1991)의 연구에서는 친구를 통하여가 42.2%,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서 12.8%,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 2.9%의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틀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를 비롯하여 잡지， 대중 

매체로부터 얻는 정확하지 않은 성 정보에 의존하고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성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단편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위험이 높고， 

이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청소년의 성지식 정도를 연구한 여러 편의 조사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옥· 남현철(1992)의 연구에서 남녀 중학생의 경우 월경 현 

상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은 64.8%, 몽정 현상에 대해서는 49.3%만이 

바른 이해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에 대해서는 94.3%가 바르고 알 

고 있었으나 출산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은 60.6%로 비교적 낮았다. JJ 

(199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지식 점수는 64점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몽정 

에 대해， 여자는 월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피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제 

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접수가 25점 만점 

에 12.01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성 생리에 관한 지식이 가장 높고 피 

임에 관한 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세권 외Q뼈) 

의 연구에서 영역별 성지식 수준을 보면， 성병에 관한 지식은 여학생이 4.1점으 

로 남학생의 3.9점보다 높고， 임신 지식도 여학생이 2.9점으로 남학생의 2.6접보 

다 높았으나， 피임에 관한 지식에서는 남학생이 2.8점으로 여학생의 2.5점 보다 

높았다 여학생은 일반적인 성지식은 높으나， 실제 필요한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남학생들보다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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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증 

가한데 반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보여준다. 

학교의 성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옥(2001)도 학교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들이 학생들의 성숙상태와 맞지 않는 면이 있으며 교과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신체적 발달이 더욱 촉진되고 사춘기 연령이 앞 

당겨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더 빨리 성적 고민이나 갈등에 직변하게 되며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무분별한 성 해동을 조장하는 환경 속에 방황하거나 심각 

한 피해를 입는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업중의 하나인 성주체성의 확 

립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본능적 충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소한 욕구 좌절에 

쉽게 문제 행동과 성적 발달 장애를 일으키거나 성정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사 

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힘든 병적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대이영재 1985).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된다 그러한 교육은 장기적 

인 안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지식의 전수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절 성교육의 개념 

1. 성의 개념 

가. Sex 

본래 라틴어의 ‘나누디{seco， cut)’라는 뜻의 ‘않:XUS’에서 유래된 ‘않X’는 남녀간 

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 사용한다. 즉， ‘sex’의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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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수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biolo밍C때 sex) 또는 선천적 

성을 가리킨다. 혹은 성 행위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성을 의미한대서울특별 

시 교육청， 199꺼. 

나. Gender 

‘gender’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그 사회의 문화적 영향， 양육방법 등 

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 성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는 남녀로 태어났지만 그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 양육 방법 둥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으로 자신 

이 느끼는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 사회·문화 구성원으로서 남녀의 의미에 

무게를 두는 gender 개념은 두 개의 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회생활 

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sex’와는 차별화 된다. 

다. Sexuality 

19세기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값1m뼈에 의해 제창된 

‘sex뻐lity’는 보통 성욕 또는 성애로 번역되기도 하나 sex나 gender와는 달리 강 

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우리에게는 S않와 gender, sexuality 모두 

성(性)으로 번역되는데 한자어에서 보듯이 마음('Û、)과 몽(生)의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이란 전체적인 인간 그 자 

체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성행동이나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가현， 1990). 

김혜재199끼는 성(sex뻐lity)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성격， 인격， 인 

생의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성기 중심이 아닌 정신적인 개념을 지녔으며，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 구조， 성관계와 생식 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 

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및 성관계 그리고 규범과 느낌을 총괄한다고 설명 

한다. 즉， 성(se때a1ity)은 단순한 욕망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섬， 꿈， 행동，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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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존재 의미 등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김미주， 19딱 한국부 

모교육학회， 1998)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않X뻐ity)은 후천적으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환경에 의해 

서 학습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기질을 남성적으 

로 온순하고 소극적인 기질을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파퓨아 뉴기 

니아의 부족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성 인식을 가지고 있대고문호， 2001) 

따라서 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은 ‘않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 

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 정서 

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생리적 측면 이외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sex뻐lity’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문인자 외(199끼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의 성은 ‘sex’가 아니라 ‘sex뻐lity’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성행위，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성교육에 있어서 성(똥X따lity)은 생리적， 신체적인 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문화적인 성 개념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이므로 성 

교육은 단순한 남녀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나 성교에 대한 지식의 제공 이상 

의 의미를갖는다. 

2. 성교육의 개넘 

성교육의 성을 ‘않X’가 아닌 ‘se뻐a1ity’로 규정한 것은 일상적인 성(sex) 개념 

이 교육의 영역에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 

다.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면 성 행위나 성 관계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성교 

육을 단순히 성(생식) 기관에 대한 생리적 지식이나 성행위 교육에 국한되어 

생각하게 되거나 남녀의 애정 교육이나 그릇된 성행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막기 위한 도구적 교육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교육의 성을 

‘S앉’가 아닌 ‘sex뻐lity’로 정의하면 성교육(않:xu떠ity edu때0띠은 성에 관한 과학 

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성(sex뻐ity)의 의미가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되다 보니 성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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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시 맥락은 유사하나 학자나 교육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뻐rris(l97껴는 성교육이란 성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성 

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성도덕을 위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성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성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화연 

(1991)은 성교육이란 우리 몸의 성적인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 

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로 인한 여성 소외， 남성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등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 실 

천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규숙(2뼈)은 훌륭한 남녀관계를 목표로 

하여 남녀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평둥과 존경， 신 

뢰 및 자기 통제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활동이며 남녀의 생애 동안에 신체적 발달과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사 

랑과 성을 이루도록 정확한 성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신문화연구원(1991)은 종래에는 성교육을 남녀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 

관계， 즉， 원만한 성행위에 관한 지식과 이에 따르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가 

르침으로써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를 돕고 성도덕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례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용어 자체가 ‘Sex 

Education’에서 ‘뻐ucation for Human Sexuality’로 바뀌어 삶의 가장 원초적 현상 

인 성의 충족이 인간발달의 모든 국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과학적 

으로 입증하는 교육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씨에 

서는 자신의 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상대방의 성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은 성기나 성 호르몬의 생리적 기능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 

는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성을 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며， 인간교육으로서 성교육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 199이는 성교육은 성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성교육은 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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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정체감， 대인관계 등에 관한 태도， 믿음， 가치관 

을 형성하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적 영역(정보)， 정의적 영역(느낌， 가 

치， 태도)， 행동 영 역(의사소통， 의사결정， 인간관계)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 

회·문화적， 심리적， 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백(2뼈)은 교육인적Àt원부가 펴낸 성교육 세미나 자료에서 성교육은 인 

간의 생식 생리， 해부학적 구조 등 생물학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인격화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성교육까지 포 

함된다고 하였다. 즉， 성교육이란 성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 

간관계 및 평둥한 권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종합적인 인격완성교 

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어느 특정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에 국한되 

지 않고 인격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시기부터 사춘기， 청소년， 일반 성인 

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의미는 건전한 성의식을 고 

취시키고 건전한 인격체를 정규교육을 통해 길러낸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신체적， 생리적인 구조 기능의 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성 의식과 가치관， 태도， 문화 동을 형성하여 진정한 정체감을 깨닫고 

확인하며 남녀 이성간에 인간존중파 양성 평등사상을 자신의 인생관과 윤리관 

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서서히 성숙한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 

신건강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 

싼 사회 · 문화 환경과의 관계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성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성교육은 개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좁은 의미의 성 지식의 전수에서 올바 

른 성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성교 

육의 일차적 목표는 남녀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 동의 생물학적 지식을 교육하 

는 것이다. 즉，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따른 적절한 지식 제공을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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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의 성적 발달에 따른 적응을 돕고， 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습관을 올바 

르게 형성하고 책임있는 성윤리를 확립하도록 도우며， 남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맹현주， 2005).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 

본 습관을 기르고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갖게 하며， 셋째， 올바른 성 의식， 분별있는 성윤리를 확립시키는 것이대안창 

선·김현옥， 199지. 또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알맞게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이성과 특성， 역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바람직한 성 태도와 성 의 

식을 갖게 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정 

의 행복을 영위함은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시키 

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대이채희 외， 2뼈1). 

Sc뻐하(1973)는 성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안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성교육은 모든 성과 가족계획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이 

알고 싶어 하는 무엇이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한 자아신념을 지닌 구성원이 되도록 성적으로 자신을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양성 사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 

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젊은이와 

성인 세대 간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동료들 사이의 각기 다른 성행동을 이해시 

킬 수 있음으로써 개개인이 다양한 성에 관련된 생활 유형을 받아들일 수 있도 

록 준비시켜야 한다 다섯째， 성인세대와 젊은이 사이에 서로서로에 대하여 의 

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증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건전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서 성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일곱째， 가족계 

획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BIve&'i와 Gr않:nd~rg(1998)는 다음과 같은 원 

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성기 중심의 성관과 이중적 성 윤리를 극복 

하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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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교육은 성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기보다 

는 성에 대한 열린 마음과 정직한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성 

교육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라는 시각에서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성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 셋째， 성교육은 부모 

와 함께 시작한다. 계획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성 교육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성교육에 있어서는 비언어적 성교육이 언어적인 성교육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 

요할 수 있다. 자위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머뭇거리며 어색해하는 모습은 아 

동과 청소년에게 자위행위란 답하기 곤란하고 난처한 그 무엇， 즉， 자위행위란 

그리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이처럼 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직접적 언어적인 표현으로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더라도 성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섯째， 성교육은 

정확한 성 정보나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성교육은 결혼과 자녀양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전 연령단계에 걸쳐 살 

아가는 삶의 양식을 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을 확립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신체· 

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윤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목표 

를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적 섬리적 발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가족관 

계와 동서이나 이성 친구관계를 형성하면서 올바른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성평등적 성 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정체 

성과 성문화 및 성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성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을배양하도록 한다 

김미숙(200이은 국내외 성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섯가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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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었다. 첫째， 올바른 성 지식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 범람하는 성 정보의 

혼란 속에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 

해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성교육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방법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대화식·토론식 방법으로， 단편적 주제가 아닌 

통합된 주제들로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지도가 되어야 한다. 넷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 

요한 성적 흥미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남녀가 함 

께 참여하여 서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상화하거나 신비화하지 않고 이성 

간의 특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 

고 올바른 성 의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성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 

태도의 확립 및 건전한 성행동 실천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인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절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 현황 

우리나라 성교육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 

지의 성교육은 주로 윤리관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는 불교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었으나 조선시 

대에 이르러 유교의 관습과 규범이 유포되면서 여성들에게 여필종부， 내외법， 칠 

거지악 등 순결이나 정조관념을 교육하였대김정옥， 2001). 그 후 근대화의 과정 

을 거치면서 서구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었고 성에 있어서도 자유화가 시작되었 

다 하지만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여전히 윤리관이나 가치관에 제한되었다 

김정옥:(2001)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성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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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인데， 1950년대의 성교육은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미풍 

양속을 계승하는 등 정결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정결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이러한 정결교육은 사회제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 

정에서 남~t는 아버지에 의해， 여-^t는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학교에서는 순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치되 

노골적인 성생리 지식이나 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실시하되 집단지 

도는 철저히 배격하고 개인 지도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도 남학생은 남 

자교사가 여학생은 여교사가 지도하도록 하였디{이영욱· 황인효， 197잉.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점점 약화되어 학교가 가정교육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었던 실정이라 당시 문교부는 학교에서 성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더욱이 1960년대 한국전쟁 이 

후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 급증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해졌고 그 영향으로 성 

교육의 필요성과 시기 및 지도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1960년대에는 성교육의 명칭을 ‘정결 교육’에서 ‘순 

결 교육’으로 비-꾸었다 1963년부터 2년간 순결 교육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하여 중·고등학교의 순결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후 1966년 성교육에 

대한 문교 방침이 발표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의 필요성과 적합한 교 

육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대김준형， 2004). 교과과정으로는 중학교 가정 교 

과에서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결혼， 가족， 

양육， 생리， 육아 등의 단원이 보강되면서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성교육이 본격 

화 되었다. 실제에 있어서는 양호교λ까 여학생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별한 경우 개인지도도 병행하였대장지욱， :2뼈). 

19매년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지는데다 성 개방 풍조가 서서히 밀려오면서 전통적인 유교 윤리 

관이 약화되고 피임약의 발달과 함께 향락 퇴폐 산업의 성행이 사회문제화 되 

자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학교의 성교육도 시대상을 반영 

하여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것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히 지도해야 된 

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성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논의는 부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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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였으며(박준희， 198끼 여전히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1978년 

에 교육부에서 장학자료로써 ‘순결 교육 자료(장학자료 제2호)’가 만들어졌으나 

주 내용은 문제성향이 있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여학생의 순결을 강조승F는 것이 

었대김성애， 2αXl; 장지욱， 2뼈). 

1980년대에는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1982년 교육부 

는 순결 교육이란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성교육 실시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초 중 고 학급 지도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198지에는 성교육이 

단순히 성기라든지 성 생리에 대한 지식에만 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성 생리， 

성 심리， 성 윤리，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 

용만 있을 뿐 학급 지도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에 대한 부분은 미묘하고 민감한 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적 

으로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미흡하였대공세권 외， 2αXl; 김성애， 2000) 

학교 성교육에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83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를 편찬， 전국의 중등학교에 배부하면서 

부터이다. 그 내용을 보면 사춘기와 제2차 성징에 관한 이해， 사춘기 남녀의 급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해 · 수용· 관리， λ}춘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성적 

관심과 충동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이성교제， 남녀의 평등성， 사정과 몽정의 

생리， 유전， 인구와 사회 발달， 남녀의 사회적 역할，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성 및 

남녀 관계， 남녀 신체 구조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성 성숙과 병행하는 남녀의 

섬리적， 정서적 변화의 차이 둥이 포함되었대박경숙， 1쨌1). 이러한 내용은 학 

교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다루게 된 것이며 가정 교과서의 여성 생리에 관한 수 

준에서 탈피하여 전인 교육의 과정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1984년 이후 당시 문교부는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건 상 형식적 

이거나 혹은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7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남 

녀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균형있는 지도가 이 

루어지도록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성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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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여 실시하도록 제한하였다 

1993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을 보면 초· 중등학교 공히 ‘도덕 

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안전교육， 성교육， 진로교 

육， 통일교육 등은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의 연계지도’에 힘쓰도록 명시하고 있대교육부， 1993).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초·중·고 성교육 지도자료를 배부， 지도하도록 하였는데(류수자， 

2뼈) 한국교육개발원은 발간사에서 ‘개인이 겪는 성 고민01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성범죄나 성피해로 연결되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성교육 지도 

교사들은 성교육에 임할 때 생물학적 성 지식 뿐 아니라 이성적 사고와 가정， 

사회， 문화적 측면의 성 지식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성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뼈S의 세계적 확산이 성적 

행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판단 

력을 지니게 하며，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 관련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공세권 외， 21뼈)고 하여 순결교육에서부터 시 

작한 50년대의 성교육이 %년대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별로 발달단계에 적 

합하고 정규교과와도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개발하 

여 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적합한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부터는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특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전국의 초· 중· 고교에 전달 

하여 학교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연간 15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달하는 교육청이 있 

는가하면， 주당 6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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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성교육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1950년 정결교육으로 시 

작된 성교육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또한 교육의 

시행 형태도 가정에서의 개별 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교육 당국의 지도 자료 개발이나 시행 지침 시달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여건 상 충분 

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학교 성교육이 학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정규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배정하지 않고 일반 교과시간이 결손될 

때 보건교사 등에 의하여 보충하는 정도로 진행하거나 입시가 끝난 후 졸업까지 

의 여유시간을 이용해 단편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와 같은 성교 

육의 효과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대김현아， 2002). 

또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면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 

만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대김 

중규， 1998) 교육 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자료일 뿐， 학생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해 

교사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개발， 보급되고 있 

는 성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를 충족할 정도로 다양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지식 수준은 다양한데 비해 성교육의 

단계별 교재 개발은 부족한 편이다 배윤성(199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성교육을 한 과목으로 수렴하여 학생들의 성 성숙도 정도와 요구 수준에 맞 

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성교육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 

라서 성교육의 기본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성교육 

을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정착시켜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성교육이 정규 교과과 

정 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나 생물， 가정， 사회， 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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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 등 일정 시간을 성 

교육에 할애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분명한 학습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배우는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교육은 학생의 신체 및 정서·심리 발 

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있어야 하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 

면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었다. 따라서 학년 

별 성교육 내용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내용 수준 또한 극히 피상적으로만 다루 

어지고 있다. 성교육 내용들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 

라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도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 

은 경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성교육이 수행됨으로서 중복학습， 

수준미달， 비현실성 둥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둘째，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사가 청소년 입장에서 

성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성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지도，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성상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성교육은 결혼， 출산， 가족 등의 개 

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교육과도 연계되어 

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육이 포함된 체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체 

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 

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 

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분 왜곡 과장된 성지식으로 잘못된 비행문제를 유발시 

키고 있다. 부모들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 

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성교육을 담당할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학 

교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은 상 

당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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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소년의 성문제는 그 후유증이 심각한 관계로 예방뿐만 아니라 사 

후적인 심리·임상치료 및 사회복귀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은 성문제의 사전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교 

육이나 상담 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상담의 경우， 학교 상담은 진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성상담 관련 

전문가가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상담은 민간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성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상담인력이 대부분 2-3명 

으로 아주 부족하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일부에서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 

리검사 둥 제공할 뿐 대부분 전화상담에만 치우치고 있다{이삼식， 1998). 보건 

소의 경우도 생리적인 측면에서만 상담과 진료가 행해지고 있으며， 심리적， 사 

회적인 측면의 상담과 진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각각의 지역사회 자원들 

이 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체계적이기보다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마저도 전문가와 관련 자 

료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질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간 연계도 원활 

하지 않아 그 성과가 미약한 수준이다. 



제 3 장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내용분석 

현재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책이 시중 

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디오， OHP, CD, 슬라이드 등도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성교육 지침서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것으로 직접 학생들이 접 

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아니며， 기타 자료들도 교사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 관련 책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 

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의 성 관련 교 

과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뼈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분석틀은 2001년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인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서 제 

시된 성교육 내용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성교육을 통해 남녀의 신 

체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성평둥한 성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성교육의 내용 구성은 인간 발달의 순서가 개인 내적 측면 • 개인 간의 관계 

적 측면 •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 

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었교 그 하위영역으로서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결정과 선 

택’， ‘사회적 환경’， ‘성평등’의 여넓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그림 3-1 참죄，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은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출생 이후 성장 발달하는 과 

정에서의 신체의 변화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심리적 특징의 이해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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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내용으로 포함한다. 

인간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 이성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내에 

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건전한 이성 관계 및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 

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은 성 생물학을 넘어서서 

성에 대한 감정적， 문화적，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책임있는 성행동 

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성 관련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대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사회 

에서 남· 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호 존중 의식을 기르기 위한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림 3-1] 학교 성교육의 영역 및 주제 

학교성교육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 

。신체발달 。 결혼과 가정 。사회적 환경 

- 임신과 출산 - 결혼의 의미 - 성폭력 
- 신체의 구조와 변화 - 가정 - 성과 대중매체 

。성 심리 발달 。 이성과 사랑 -성 상품화 

- 발달단계적 특성 - 우정과 사랑 。 서。펴 。 τEr

- 청소년의 고민과갈등 - 이성교제 - 성평등의 의미 

。성 건강 。자기결정과 선택 

- 생식기 위생 - 성적 자기 결정권 
- 성 관련 질병 -자기 주장 

-피임 
- 이상 성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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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초등학교 

1. 1 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신체발달， 성 건강과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으로서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의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생활에서 나 

의 폼 관찰하기，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봄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등을 다루고 있고， 즐거운 생활에서는 우리 몸 

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자신의 폼을 소중 

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성 건강 영역으로서 생식기 위생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1학년에서 화장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몸 깨끗이 하기 등 

이， 바른생활에서 공중목욕탕에서의 예절， 목욕하는 이유와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에서 가족의 구성원， 가족관계도， 가정의 소중함， 즐거운 가정 만들기 등이 제 

시되고 있고，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생활에서 친구 사귀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 

내기， 자기 소개하기 등 우정과 사랑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표 3-1) 초등학교 1 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및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나의 몽 관찰하기 

슬기로운생활 。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2쪽'/72 

남녀 신체구조와 나의 몸(1) 。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삽화，관찰 

변화 및 신채발달의 。옴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개인차 
즐거운생활 

。우리 몸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1쪽196 

씩썩한 어린이(1) 
。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삽화，관찰 

생식기 청결 
우리들은 l학년 。 화장설의 위치와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기 2쪽'/96 

바르게 사용해요. 。 화장실 사용 현장 학습하기 
설명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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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주제 
관련교과및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본다 

。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우리 집 자랑거리 발표하기 10쪽178 
부모와나의 슬기로운생활 

。 가족이 하는 일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기 
삽화 

출생근원 화목한우리 기족α) 꾸미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역할극 
표현하기 

우리들은 l학년 。우리 가족이 하는 일 알기 3쪽1% 

부모의 책임과 
알고 싶어요. 。 나의 자랑거리 이야기하기 삽화발표 

。 농촌， 어촌， 도시 7t족들의 역할에 대해 안다 4삽쪽/화96 역할 즐거운생활 
。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려 

즐거운 우리집(1) 
는 태도를 갖는다. 역할극 

우리들은 I학년 
。친구의 좋은 점을 알기 4쪽196 

정다운친구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알기 삽화 
。 친구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표현놀이 

우리들은 1학년 。자기 소개하기 l쪽196 

알고 싶어요. 。 친구이름 부르며 친구의 좋은 점 소개하기 
삽화 
발표 

교우관계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 가지기 14쪽199 
바른생활 。친구 소개하기 꾸미기 
사이좋은 친구(2) 。 친구와 A)이좋게 2배려연 지켜。빨 일 알기 삽화 

。 친구의 좋은 점 자랑하기 역할극 

국어(말하기·듣기) 。 친구가 잘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9쪽/99 
삽화 

어깨동무를 해요(2) 。 친구가 열심히 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l소집단학습 

2.2학년 교과내용 

초동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신체 및 짐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혜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는 1학기는 즐거운 생활에서 생명 

의 창조와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2학기에는 슬기로운 생활 

에서 태아와 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즐거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점 

알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등이며， 슬기로운 생활에서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등이다 슬기로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열매와 씨앗을 통한 성교 

육의 간접적인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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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바른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써 부모님의 

은혜 알기， 형제간의 예절 등이 제시되고 교우관계에 대한 교육으로써 친구와 

의 대화예절， 바르고 고운말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표 3-2) 초등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즐거운생활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l쪽JI28 
생명의 창조 

이만큼 자랐어요(1) 。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예vc화R자삽료화 

태아와모체 
슬기로운생활 。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2쪽180 

주령주령 가을동샌지 。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예화，삽화 

남녀의 
즐거운생활 。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접 알기 1쪽ρ8 

신체구조와 

변화 
이만큼 자랐어요(1)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사진，삽화 

。나의 성장과정 알기 
11쪽J78 신체발달의 슬기로운생활 。 어럴 때와 지금의 나 비교해 보기 

개인차 자라나는 우리들(1) 。 키와 몸무게의 변화 조사 
관찰놀이 

。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 알기 
조사，토의 

。부모님의 은혜알기 

가정에서의 。우리 가족 소개하기 14쪽JI04 

성역할 및 부모 
바른생활 

。 형제간의 지켜야 할 예절 알기 삽예화화 
즐거운 우리 집(1) 

의 책임과 역할 。가족의 소중함 알기 역할놀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일 알기 

。 친구와의 대화예절 알기 11쪽1104 

교우관계 
바른생활 。바른말고운 말쓰기 삽화 
바른 말 고운 말(1) 。 웃어른께 쓰는 말씨 알기 글짓기 

。바르고 고운 말 익히기 역할놀이 

3.3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를 통해 생식기 청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주 

된 내용은 불쾌감을 주는 상황을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청 

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나의 청결 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둥이 

다. 또한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효도， 우애 등 가정의 중요성 

을 배우고， 남녀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이성에 

대해 깨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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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초등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체육 
。 불쾌감을 주는 상황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l쪽132 

생식기 
신체의 성장과 

알아보기 

청결 。 청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예화 
발달 

。 나의 청결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다짐행동 

국어 읽기 
。가족의 의미 6쪽/1(fJ 
。 효도하는 자녀를 둔 가정과 불효하는 가정의 예화를 

커가는 우리(2) 
통해 가정내 화합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음 예화 

가정에서 
。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f-<>U승보 가정을 위한 실천 18쪽/1fX) 

성역할 및 도덕 
부모의 책임과 화목한 우리집(1) 

。 대통령자리에 앉은 어머니 
역할극 

역할 。 가족 상호간의 역할극실시 예화 

국어 말하기듣기 。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여 설명하기 2쪽/94 

알아보고알려주과:2) 。 남여의 차이， 클럽， 모툼에서 살피고 기준 말하기 
설명 

토의활동 

4.4학년 교과내용 

초동학교 4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 

화， 호르몬계의 작용과 신체발달의 개인차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과학 교과 

에서는 동물의 암수 구별，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육 교과에서 

는 우리 봄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 

히 유지하는 태도 갖기，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특정 알기， 변화에 대한 긍정 

적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국어와 도덕 교과에서는 인간관계 이해 영역으로서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 

모의 책임과 역할， 교우관계， 이성교제의 의미 및 예절을 배우게 된다. 구체적 

으로 국어 교과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와 같은 역할극 

을 통해 가정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성숙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도덕 교과에서는 역할극이나 토의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교우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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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과학 
。동묻의 암수구별 10'삽쪽화196 

생명의 창조 
동물의 압수(기 

。확짓기와 생명의 탄생 
관찰활통 

。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놀이 

남녀의 신체구조와 
체육 

。 우리 몸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2쪽/148 

변화 
신체의 성장과 

。.A~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유지핸 태도 갖기 
인체모형 

발달 관찰 

호르몬계의 작용과 
체육 

。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 특정 알기 l쪽/148 
신체의 성장과 인체모형 

신체발달의 개인차 
발달 

。변화에 대한긍정적 태도 갖기 관찰 

국어 
。 글에 나오는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2쪽1130 

말하기듣기쓰기 
。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역할극 
꿈을 찾아서(2) 토의활동 

가정에서의 성역할 국어 읽기 。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족간의 과 2쪽/162 

및 부모의 책임과 오가는 정(1) 사랑을느낌 편지글 

역할 
도덕 

。친척의 의미 

。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이운 반성 및 실천 18쪽ll00 
가깝고 반가운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친척 

。 삽회에 。x하71 역할놀아 실천하:71 p댐에 새겨두기 
삽화 

。 친구가 소중한 까닭，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친구 21쪽ll00 
도덕 가고마울때 

교우관계 우리는 정다운 。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삽화에 삽화 
친구 ox하:71 역할놀이， 토의 역할놀이 

。 친구와 함께 할 수 앓 일 찾아 실천계햄 n쁨에 새겨두기 토의 

이성교제의 의미 및 국어 읽기 
。 이성친구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성 간에 서 7쪽l154 

예절 슬기로운눈으로(끽 
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이성관계를 제시함 사진 

。 얀물에 대한 성격 발표 1찌주얀공이라면 어찌할까 말해1 예화 

5.5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5학년은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과학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꽃의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식물의 종류 

에 따라 열매와 씨앗의 구조의 다른 점을 이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 

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실과 교과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내 역할 분담， 

생활 계획 및 실천을 배운다. 

‘때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한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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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선택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 

기， 서로 다른 의견의 해결 방법 둥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은 아니라 제외하였다. 

〈표 3-5)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과학， 꽃(1) 。 꽃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7쪽/88 
꽃탐구활동 

생명의 창조 5쪽，/85 
과학， 열매(지 。 식물의 종류에 따라 열n빠 씨엠 구조의 다른 점 이해 열매조사 

토의활동 

가정부모의 실과 。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가족의 역할분담 및 나의 역활 생활계 9쪽1136 
NIE활동 

책임과역할 우리의 가정생활 획및실천 조사활동 

6.6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6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과 성문화· 성윤리 영역의 내용 

을 배우게 된다 체육교과에서는 임신과정과 출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신 

체차이， 남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을 다루고 있 

으며， 과학교과에서는 우리 몸 내부의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표 3-6)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및 단원 

학습내용 
관련쪽수 

(학기) 제시방법 

체육 16쪽1166 
생명의 창조 

성장하는우리 몸 
。임신과정과출산 삽화， 

관찰 

체육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신체차이 삽 l쪽화/관16찰8 
남녀의 신체구조와 성장하는우리 몽 。 냥， 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 현상 조사활동 
변화 과학 l쪽1168 

우리 몸의 생김새(1) 
。우리 옴 내부의 각 기관의 갱을 좌}하고 건강 생활실천 

조사할동 

성폭력의 의미와 체육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16쪽/88 

대책 성장하는우리 몸 모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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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학년별 교과 내용을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 3까과 

같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8가지 분야의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성교 

육이 특정 내용이나 학년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 

로 우선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을 보면 ‘신체 발달’과 ‘성 건강(생식기 청결)’의 내용은 부 

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 발달’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성 심리는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되는데 그러한 감정이 성 

장·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하여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갖 

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성장에 따른 신체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2차 성징 

이나 월경， 몽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6학년에서만 다루어지 

고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몽정·유정을 처음 경험하는 시 

기가 11세가 대부분이고 3, 4학년부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교과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숙 

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이 학년별로 골고루 

안배되지 못하고 한 학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 발달에 대한 내용은 6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5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보다 오히려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과 우정，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저학년 

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주장’과 같은 ‘결정과 선 

택’에 대한 부분은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 국어나 말하기 듣 

기 쓰기에서 교육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 영역에서 

결혼의 의미나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있 

어서 건전한 교재나 지켜야할 예절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끝으로 ‘성문화·성윤리’는 ‘사회적 환경’， ‘양성 평등’으로 구성되는데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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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 

해 성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 환 

경에 대한 내용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성 위주의 성 가치관이나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과과 

정에 재편되어야 한다 

〈표 3-7> 성교육 영역별 초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여。 하위 
주제 l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여「 여。여「 

신체의 구조변화 O O O O 

신체발달 임신과출산 

신 생명의 창조 중요성 O O 。 O O 

체 
성심리발달 

발달단계특성 
~ 사춘기 심리 
심 

생식기 보호 위생 O O O 리 
발 몽정·월경 O 

달 성건강 성관련 질병 
피임 
이상성행동 

인 결혼과가정 
가족 。 。 O 。 O 

간 결혼 

관 이성과사랑 
우정 O 。 。

계 이성친구 O 。

발 성적 자기 결정권 
달 ^r71 짧파선택 

자기주장 A 

성 성폭력 O 

문화 사회적환경 성과대중매체 
성상품화 

성 
성평등 

셔。펴 。투。 
윤리 성 고정관엽-차이 

주.6.:성과 관련성은 떨어지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성관련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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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중학교 

1. 중학교 1학년 교과내용 

1학년의 경우 성교육의 전 영역을 체육과 기술가정， 도덕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체육 교과를 살펴보면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은 7개 교과서 중에 4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남녀의 생 

식기 구조， 2차 성징， 성호르몬의 개념과 역할 등 ‘신체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체육 교과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정(이꺼이나 성 

적 관심과 충동꿰η 등 ‘성심리 발달’의 내용과 ‘인간관계 발달’ 영역으로 이성 

교제(η7)，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성폭력(5，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3-8 참조.).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병의 정의와 증상， 

전염 경로， 예방법 동 성병과 관련된 내용이나 피임의 목적， 피임의 종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중매체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도 7개 교과서 중 2개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다. 

〈표 3-8) 중학교 1 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01 0 。 o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성정의 발현 

남녀의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 사정의 의미 
O 01 0 01 0 。

신체구조와변화 。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님녀의 성짧}이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 。 o 。 。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적 관심과충동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O 。 。 。

성욕구과자위행위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 감정빌달 단계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종류와증상 
。 o 。

성병의 예방 。성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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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에이즈의원얀과증상 
。 에이즈의 정의， 증앙 예방법， 전염경로 O 。

에이즈의 예방 

피임 。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 안공임산중절의 법적 7뚫범위 
。 。 O 

인공임신중절의위험성 。 피임을 효}는 목적 。 피임의 종류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이성교제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태도 

O 。 01 0 。 。 O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이생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성폭력 。 성폭력신고전화안내 。 성폭력 지식 점검표 。 o 。 o O 

。성폭력 예방 

대중매체속의 
。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 。

성정보바로알기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사회에서의 성역할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 01 0 
。과거와현대의 성역할 

L 」

주: A~보진재， B~예지각， C~금성， D~통화사" E~두산" F~교학연구사" G~교학사.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신체발달’ 영 역의 생명의 탄생， 태아와 모체(이끼， 남녀 생 

식기 구조와 기능， 성호르몬의 작용， 남녀의 생리적 발달(71꺼에 대한 내용과 ‘인 

간관계발달’ 영역의 이성교제끼끼가 주로 다루어진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 

(이꺼이나 ‘성 건강’과 관련된 피임 종류와 방법， 인공임신중절(51꺼이 교육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11끼나 

성폭력(11η， 성 상품돼21끼， 싫다고 거부하는 방법 등 성적 자기결정권(때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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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기술·가정)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7때 태아 크기 
01 0 01 0 01 0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 성징의 발현 

남녀의 신체구조와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 사정의 의미 
。 。 O 。 01 0 O 

변화 。 사춘기의 신체적 · 생리적 변화 。 냄#의 성첼}이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010 01 0 。 。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적 관심과 충동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O 

성욕구과자위행위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감정발달단계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예방 。성병의 예방 

에이즈의원얀과증상 
。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

에이즈의 예방 

피임 인공임산중절의 。 인공임신중절의 의P] 。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캠범위 
。 。 O 。

위험성 。피임을하는목적 。피임의 종류 

결혼과가정 。 부모의 책임과 역할 。 가족간의 예절 O O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이성교제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 。 。 。 。 o O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자기 결정과선택 。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 。 자기주장 01 0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성폭력 。 성폭력신고전화안내 。 성폭력 지식 점검표 。

。성폭력 예방 

대중매체의 
。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 。

성정보 바로알기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성평등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 。

μ}회적 성역할)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주: A=업투， B=금성， C=형설， D=대한， E=지학사， F=교학연구사， G=홍진P&M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이나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중 성 

평등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심리와 관련해서는 사춘 

기의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 성욕구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기 

술되어 있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과 이성친구에 대한 

이해， 이성 간에 지켜야할 예절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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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주제 

사춘기 심리의 특성 

성적 관심과충동 

성욕구과자위행위 

결흔과가정 

이성교제의 의미 

서~.s 
。 。τT

2. 중학교 2학년 교과내 용 

학습내용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자아정체성의 확립 
。 성욕구와 충동의 조절 방법 
。올바른 성의식 함양 

。가정의 중요성 

。가정생활의 변화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변화하는 여성상 

。 남녀 불평등한 현실， 남녀 차별의 문제 

2학년의 경우 과학과 사회 교과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과학 교과는 

‘신체발달’을， 사회 교과는 ‘성섬리’와 ‘사회적 성역할’을 다룸으로써 차별적 특 

성을 보인다. 과학 교과의 내용은 단순한 생식기의 명칭과 구조 등과 같은 단 

순한 지식을 넘어 신체의 화학적 작용으로서 호르몬의 분비를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호르몬의 역할， 과부족의 결과， 호르몬과 2차 성 

정과의 관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성장의 일부 

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현대 사 

회와 민주 시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내용으로 지위와 역할， 남녀 불평등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표 3카 1)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과학) 

주제 | 학습내용 

|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남녀의 | 
시 I d}춘기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 
」체구조와변화 1 

1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주: A~지학λ}， B=디팀돌， c=교학사， D=통화사.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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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사회) 
주제 학습내용 A B C D 

。인간의 사회적 성장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O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명동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사회적 성역할) 
。 사회적 불평둥 현상(성차별에 반대 시위 삽화 둥) O O 。 。

。지위와 역할 

주: A=중앙교육진흥연구소，B=지학사" c=디덤돌， D=동화사. 

3. 중학교 3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과 도덕 교과를 통해 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과 

학 교과와 도덕 교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와 같이 과학은 ‘신 

체발달’ 영역을 주로 다루고 도덕은 ‘인간관계 발달’ 영역이나 성평둥과 관련된 

‘성문화·성윤리’ 영역을 주로 다룸으로써 교과영역이 구분된다. 또한 과학 교 

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된 성 호르몬의 내용은 적 

어지고 체세포 분열， 염색체， 생식세포와 생식기관 등의 내용이 강화된다. 

〈표 3-13)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생명의 창조및 탄생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7벼 태아 크기 
。 O 。 。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남녀의 。 성호르몬의 역할 。 인간의 염색체 
O 。 。 O O 

신체구조와변화 。세포 분열， 생식 세포 분열 
。인간의 성과 유전 

주: A=지학사， B=디딩돌， c=교학새 D=동화사， E=지학사. 

〈표 3-14)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도펙) 
주제 1 학습내용 
이성교제의 의미 | 。 이성관계의 변화 。 이성교제의 문제점 。 올바른 이성관계 

성평퉁(사회적 성역할) I 。 직업선택과 관련된 성역할의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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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내용을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 

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중학교 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과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세부터 

나타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 

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 

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된 성교육이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지 못하 

고 있다. 현 교과 내용은 1학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에 

는 관련 교과에서 보다 과학적인 지식(예를 들어， 호르몬， 세포 분열 등)의 내 

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성교육 관련 교과 체 

계와 내용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성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의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 

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남녀의 생식기나 임신과 출산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 

과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는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교과서는 생식기관의 구조와 차이， 호르 

몬의 변화，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 임산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 

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 

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성교육 내용의 균형변에서 보았을 때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 

성교제’， ‘성평등’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성 상품화’이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쌍 등의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관계나 이성과의 접촉 상황에서 협상， 도움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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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거부하기 둥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 행동의 공유， 성적 반응， 

성적 공상， 성기능 부전이나 성과 예술에 대한 내용도 교과과정에서는 누락되 

어 있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섯째， 순결이나 정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내용에 비해 다양한 성태도를 수 

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도 

간혹 삽입되어 있어 전체 교과과정 상의 내용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에서 순결서약운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순결 

이 무조건적인 육체적 순결로 이해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성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성폭력과 순결과 관련하여 타인의 강압에 의한 순결의 상 

실 등은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일 뿐 정신적 순결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을 제시할필요가 있다. 

끝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 

정에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과 10 

대의 임신이나 성의식의 변화 등 성문화· 성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임신，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강조하며 경각심 

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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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성교육 영역별 중학교 교과 내용 분석 

영 하위 
I학년 2학년 3학년 

주제 기술 역 영역 체육 
가정 

도덕 과학 사회 과학 도덕 

신체의 구조·변화 。(6m 。 (7m 。(4/4) 0(5l잉 

신체발달 임신과출산 0(4m 。 (4/5) 66 
신 

생명의 창조·중요성 。(Q끼 
체 
):[1 사춘기 심리 。(6m 。 (61끼 O 。 (1/4)
^ 성싣팩발달 
심 성적 관심과충동 0(4m O (lm O 

리 생식기 보호·위생 
발 성관련 질병 。(3，끼 。(1/끼 

달 성건강 
피임 。(3/끼 0(4m 

이상성행동 

인 가족 O(낀끼 。

결혼과가정 
결혼 o (2m 간 

관 이성과사랑 이성교제 
계 

O(7m 。(끼끼 O O 

발 ^t71짧과 성적 자기 결정권 
。(끽끼 

달 선택 자기주장 

성문화 사회적 환경 
성폭력 0(5m 0(1끼 

성과 대중매체 0(2꺼 。(2m

성윤리 서。펴 。투 。 성역할 및 성평등 。(4m 。(3m O 。 (4/4) O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 전체 교과서수)임. 

제 3 절 고등학교 

1. 교과별 교과내용 

고둥학교의 경우 체육，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교과에서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의 

세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체육 교과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제공되고 

나머지 교과목에서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내용에 제한되는 특징을 

보인다. 

체육 교과의 내용을 보면 ‘신체 발달’ 영역에서 생식기의 구조와 변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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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샌째이 다루어지고 있고 ‘성 심리’ 영역에서 성적 관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이꺼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성병(히끼과 

피임(4/끼 등 ‘성 건강’ 영역의 내용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성병 

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병의 종류와 예방， 치료 

방법부터 성문제 상담기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임에 대해서는 피 

임의 방법， 종류， 월경 주기법， 점액 관찰법 등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이성 

교재와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성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으로서 성과 대중매체，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표 3-16)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I B CI D EI F G 

생명의 창조및 탄생 。수정과 엄신의 성립괴정 。 임신벤반7벼 태아 크기 
O O 。 。

태아와모체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성정의 발현 

남녀의 。성호르몬의 역할 。월경·사정의 의미 
01 0 01 0 。 o 。

신체구조와변화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o 님녀의 성챙}이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성적 관심과충동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 o 。 o 01 0 

성용구과자위행위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감정발달단계 

성병의 종류와증상 。성병의 종류와증상 
。 。 。 。 。

성병의 예방 。성병의 예방 

피임 안공임신중절의 。 인공임신중절의 의01 。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갱범위 
01 0 。 O 

위험성 。 피임을 하는 목적 。 피임의 종류와 방법 

결혼과가정 
。 결혼과 건강 。 결혼의 책임과 의무 

O 。 o
。 결혼과 배우자 선택 。 결혼 전의 건강진단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 。 O 。 O 。 。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성폭력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O 。 01 0 。 o O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대중매체속의 
。 성상품화 동 여러 가지 성문제 O 

성정보바로알기 

성평퉁 。 올바른 성의식 및 성윤리 
01 0 01 0 01 0 。

(사회적 성역할) 。성 역할의 이해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주: A=대한교과서， B=교학사， C=두산" D=형설， E=금성， F=보진재， G=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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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청소 

년의 문제， 청소년 문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회문화 교과에 

서는 가족과 친족의 관계， 가족의 변화， 결혼의 의미， 성과 가족， 가정 생활 등 

의 내용과 성역할의 이해， 남녀 평등헌장， 양성 평등과 관련된 양적·질적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가정과학 교과에서도 사회문화 교과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한 내용， 이를 테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 가족 생활과 관련된 직업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차별화 된다. 또한 인간발달로서 청소년의 발달 특정， 인간 발달 과 

정， 인간관계의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7)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확립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비인간화 문제 

。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 

〈표 3-18)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사회문화) 
주제 | 학습내용 

| 。결혼의 의미 
결혼과가정 | 

1 。 가족생활과 친족관계 。 사회변통과 가족문제 

성평등 l 。성 역할의 이해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사회적 성역할) I 。 남녀 불평퉁 및 갈퉁 。 남녀의 직업 

주: A=지학사" B=교학사， c=대한교과서. 

〈표 3-19)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가정과학) 
주제 학습내용 

남녀의 。인간발달의 과정 

신체구조와 변화 。 인간발달의 단계별 특정 

。 결혼과 가족의 역할 。 가족생활의 문제와 해결 

결혼과가정 。 부모의 역할과 책임 。 바라직한 자녀양육 태도 

。자녀 양육과 지도 

주: A=교학사， B=교문사， c=상문연구사. 

A 

O 

O 

C 

O 

O 

B C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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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사회 환경， 시민 윤리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 평등 사회의 

구현， 성역할을 다루고 있다 세부 교육내용은 성윤리， 사랑과 성， 사랑을 표현 

하는 다양한 언어， 동양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쾌락의 정의， 성적 결합， 

문명사회의 결혼제도 등이다. 한편 인간발달에서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으 

로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심리 발달 등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체육교과 

와는 차별화되며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자녀 양육이나 부모의 역할 등과 이성 

교제， 성차와 성역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3-20)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인간과 사회 환경) 

주제 | 학습내용 I A I B I C 

성평등 ......l).l _,,,,^, ~1_11 "7' u,l.,;:.l ! 。 여성 지위의 시대적 변천 I 0 I 0 I 0 
(사회적 성역할 I 0 '"1 11-' '-1' -, '-!'-! I '-' I '-" \ 
주: A=대한교과서 . B=법문사. c=교학사. 

〈표 3-:21)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인간발달， 시민윤리) 

교과 주제 학습내용 

생명의 탄생 
。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 존엄성 

。 임신의 성립파정과 태아의 발달， 출산과정 
태아와모체 

。 임신 중 섭생의 중요성과 산후 관리의 중요성 
임신과출산 

。 건강한 아이 출산에 필요한 준비 

남녀의 。 인간발달(신체발달) 

인 신체구조와 변화 。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 개념 및 특정 

간 성적 관심과충통 
。 자위 행위， 10대의 임신 

발 성욕구과자위행위 
달 
결혼과가정 

。부모의 역할과 양육 。가족의 의미 

。 유아에게 가족의 의미 。 가족 생활 。가족의 해체， 재형성 

이성교제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성평등 
。성 역할의 이해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사회적 성역할) 
시 결혼과가정 。결흔 제도 。사랑과성 。성적 결합 
민 서。펴 。 τZr 。 여성 권익의 신장과 남녀 평등 실현 
윤 
리 (사회적 성역할) 。성역할 。성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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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특징은 생식기， 이성교제， 성 

평등 등의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충 

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보강·심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각 성교육 영역 별로 정리한 〈표 3-22>를 보면 ‘신 

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 중학교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 

식기의 보호·위생’ 등과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고등학 

교 과정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것이 내용의 중요성 

이나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은 되지만， 세 가지 영역이 성교육 

으로 통괄되는 하나의 체제라고 보았을 때 내용의 지나친 편중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성과 대중매체’ 둥의 내용이나 부자료 

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밖에 성과 법률， 성의 다양성， 성기능 부전 동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 

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피임의 경우 어떤 교과서는 개념과 종류만 단순히 언급 

된 수준인데 비해 어떤 교과서는 여성의 생리현상과 연결하여 생리 주기에 의 

한 피임법을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점액관찰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 

한 합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교육을 남녀의 신체발달과 그로 인한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바 

른 성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정의하여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동의 교과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각 교과에 

서는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체적인 성교육이 다루어지는 것은 체육 교 

과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에서 성교육의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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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수이며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 교과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문제라 

고하겠다. 

〈표 3-22) 성교육 영역별 고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여。 하위 

주제 체육 도덕 
사회 가정 시민 캔바 인간 

여「 여。여--， 문화 과학 융리 째환경 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7/7) 0(3β) 。

신체발달 임신과출산 0(4/7) 。

신 생명의 창조·중요성 O(끽끼 。

체 
성심리발달 

사춘기 심리 O O 
p;ζ1 

성적 관심과충동 O(α끼 O 
심 

생식기 보호 위생 리 
발 몽정 월경 

달 성건강 성관련 질병 0(5/7) 

피임 。(4/7)

。l상성행동 

인 결혼과 가족 0(31커 。 (313) O 

간 가정 결혼 O(~꺼 0(3/3) 0(3/3) O O 

관 이성과 
이성교재 0(7/7) 。

계 사랑 
발 *1 성자적기 자 주장기 결정권 달 짧과선택 
성 사회적 성폭력 0(7/7) 
문화 환경 성과 대중매체 。(1/7)
서。 
성평동 성역할 및 성평등 。(7/7) 0(3/3) 。(313)윤리 

。 O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l 전체 교과서수)임. 



제 4장 외국의 성교육 운영사례 분석 

제 1 절 미국 

미국의 성교육은 건강교육 안에 들어 있는 가정생활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의 교육행정은 각 주마다 자치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교육을 추진하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는 것으 

로파악된다 

미국에서 학교 성교육은 1941년 교육행정가협회에서 성교육을 정식 교과과정 

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고， 1948년에 교육자회의에서 사범교육의 필수과정으 

로 성교육을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다. 1960년 백악관의 청소년회의에서 각 학 

교에서 가족생활에 관한 시간을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1966년 NAIS(The 

National Association of Jndependent School히는 산하 각급 학교에 성교육을 실시 

하게 하고 ‘성교육과 윤리’라는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69년 

에는 연방정부가 교육부에 가정생활·성교육 계획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방학교 

에 재정원조를 해 주도록 하였다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도 지역 실정에 알 

맞게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각주와 학교는 미국 교육부의 교 

육기준 참고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r Guidelines for Compreh려l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J 는 

미국에 있어서 성교육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 

회(Sex뻐ity Jnformation 뻐d Education Counci1 of the U띠t려 Stat않: 이하 S모αJS) 

가 성교육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National Guide파1않 Task Force에 의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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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어 있다. 이것은 유치원 원아로부터 12년생(고교 3년생에 해딩j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의 평가를 지원하고， 

1991년에 제 1판이 출판되 었고， 1996년에 제2판이 출판되었다. 

ra삐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 J 

(이하 가이드라인)는 생애에 걸쳐서 정보의 습득과 아이멘티티， 인간관계， 친밀 

(intimacy)에 관해서의 태도， 신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괄적 성 

(않X뻐lity) 교육의 생각에 근거해서 작성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고있다 

@ 인간의 성(Sex뻐i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인간관계 기술의 형성을 지원한다. 

@ 성적 인간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교육내용으로서， 성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실천해야하는 행동에 관련하여 6가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또， 각각의 기본 

개념에는 5-7개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학습자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교 

육단계에 응해 들어지고 있디{표 4-1 참조) 각각의 토픽이나 과제는 예를 들면， 

‘에이즈 교육’과 같은 독립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 

는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는 성교육 중에서 취사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실시되어져야 하고， 전체적인 건강교육에서 가이드라 

인을 종합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은 성교육에는 인지적 측면(co맹itψe domain: 

정보)， 정서적 측면(affective domain: 감정이나 가치， 태도)， 행동적 측면 

(beha띠ora1 domain: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 외 관련하는 개인적 기술)의 3 

가지의 측면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차원이 포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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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sexuality)교육 프로그램의 기본개념 

기본개념 1 : 인간발달 
·생식적 해부생리 

·생식 
·사춘기 
·바디-이미지 

• 성적(性的)정체성과 지향 

기본개념 2: 인간관계 
.가족 

·친구관계 
.애정 

·데이트 

• 결혼과 인생의 관계 
·자녀양육 

기본개념 3: 개인적 기술 
.가치관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자기주장 
·교섭 
·지원을 발견 

제 2절 독일 

기본개념 4: 성행동 
• 일생에 걸친 성 
·마스터베이션 

·성 행동의 공유 
·절제 

• 인간의 성적반응 
·환상 
• 성적(性的)기능 장해 

기본개념 5 : 성적건강 
·피임 
·임신 중절 
• 田V 감염을 포함한 성 감염증 
·성적 학대 

·재생산·건강 

기본개념 6: 사회와 문화 

• 젠더의 역할 
·성과 법률 
·성과종교 
·다양성 
·성과 예술 
• 성과 미디어 

독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68년 각 주의 교육책임자 회의에서 학교 성교육에 관한 권고가 채택 

되었고， 학교에서 큰 변화를 보여 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과에 나오는 

성적 표현도 적극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1969년 공립학교에 

서부터 성교육을 시도했으며， 그 후 각 주에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독일의 성교육은 철저하게 생물학과 의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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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과학적 지식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성행동 자체는 별로 언급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성의 기본지식을 

철저히 가르쳐 놓으면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춘기에 가르쳐도 충분하다는 독일 

식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도권만 가진다 다만， 국가기구로서 성교 

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로 학교 성교육의 일반적인 학습목 

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그 책임까지도 위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 원리를 살펴보면 독일의 성교육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 연방정부의 규정: 성교육은 특수한 교과를 정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 

물， 문학， 사회， 종교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과학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수엽은 교실에서의 토론을 위한 광범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성교육에 대한 주 규정을 알아야만 하고 수업은 교사 

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성교육에 대한 교사훈련은 대학 교육과정의 첫 단계 

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원리 : 개별적인 성교육은 먼저 자신의 아이들 

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다. 주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법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러 가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하 

며， 부모의 권리와 그들의 종교， 신앙적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는 젊은이 

들을 교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지침은 학교방 

침에 따라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의 내용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기 전에 이를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3 절 영국 

영국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bip Education: 

이하 SRE)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각 학교에 보호자， 교직원，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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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등의 대표， 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이사 

회는 보호자 등과 상답하고 학교의 SRE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SRE의 목적은 r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G띠빼ceA이하 SRE지도서)에 

나타나 있고， 청소년의 신체면， 감정면， 도덕변에 있어서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SRE는 학교·사회에 있어서 아동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를 함과 동시에 오늘날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모 

순이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가족생활，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관계， 존경， 애정，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SRE는 ‘신체적， 논리적， 감정적인 발달에 관한 생애학습 

으로 파악된다. SRE에서는 @ 태도 및 가치관，(2) 인격적·사회적 기술，@ 지 

식과 이해 동의 3가지를 주요한 학습요소로 생각한대표 4-2 참조). 

SRE의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이과(理혜’의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서 의무로 

되어있다. SRE의 지도서는 ‘이과(理챔’의 국가교육과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 

만 SRE에서 취급해야만 하는 내용으로서 사춘기， 월경， 피임， 중절， 안전한 성 

행동과 성감염증을 들고 있다. 또， 정부는 SRE가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T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이하 PSHE)의 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 

을 기대하고 있고i 오히려 PS뾰로부터 ‘독립해서는 효과적인 성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PS田 자체도 성교육에 관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 

하고있다 

PS뾰의 목적은 첫째， 유아 및 아동학생이 자신과 책임성을 발달시켜 능력을 

최대화 하게 하고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며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를 봄 

에 익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3) PHSE는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장변에서 학 

교 전체의 대처방안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PHSE의 틀 가운데 

실시되는 SRE에서는 유아 및 아동학생은 조기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습하 

3) 초등교육단계에서는 시민으로써 활발하게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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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맞추어 성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학습해 가는 것으로 

한대@빼ficatiODS and Curric띠um Autho때， 2000). 

영국에서는 이것을 rH않lthy school programme J 이라고 부른다 학업을 포함하 

여， 아동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 학습 환경의 제공에 적극적인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 

다 이것은 학교， 가정， 지역의 교육관계，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가 연 

대해서 학습 환경의 정비를 포함해서 지역에 뿌리가 내린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RE의 프로그램은 rH않lthy 

schoolJ 이라고 하는 개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때d 

Employment, 1999). 

〈표 4-2) 

구분 

성과 관계 교육(SRE)의 3가지 요소 및 그 내용 

내용 

태도 및 가치관 

인격적·사회적 기술 

지식과이해 

• 가치관과 개인적 양심의 중요성과 도덕적인 배려의 학습 
·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생활， 결혼，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인간관계 
의 가치에 대한학습 

· 존중， 애정， 배려의 가치에 대한 학습 
· 도덕적 딜레마의 조사， 숙고， 이해 
• 의지결정의 일부로서의 비판적 사고의 발달 
• 감정과 인간관계에 자신을 가지고 진중하게 대처하기위한 학습 
· 자기존중과 타자에 대한 공감의 발달 
• 다양성의 이해를 근거로， 편견이 없는 선택을 하기위한 학습 
·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발달 
·모순의 대처 
· 착취와 학대의 인식과 회피의 방법에 대한 학습 
•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신체적 발달의 학습과 이해 
· 인간의 섹슈얼리티， 생식， 성적 건강， 감정과 인간관계의 이해 
· 피임， 지역과 나라에 의한 성적 건강에 관한 어드바이스， 피임， 
지원 서비스에 관한 학습 

· 성적 생활을 지연시키는 이유， 지연시키는 것에 의한 이익에 대 
한학습 

·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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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스웨덴 

스웨댄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었다. 1944년 

에 성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었고， 1956년 7-15세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 

화 하면서 남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도 남녀 구별 없이 담당하도록 하였 

다. 이때 왕립교육위원회(Roy때 Board of 많U때tio피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 

하였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생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동시에 인격을 형성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 데 있다. 탁아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교육은 4-5 

세 어린이들에게는 그림과 만화책 등을 통하여 남녀의 신체 구조적 차이를 인 

식시킨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성교육은 1977년부터 r Sexuality and PI하sonal 

Relationship J 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1977년 스웨덴 교육부는， 해부학적， 생리적， 

심리적， 논리적， 사회적 인간관계의 측면부터 언급한 rSe때a1ity and Personal 

Relationship J 의 교수용 매뉴얼 r Jnstruction Con때Úllg Interpersonal. RelationJ 을 

작성했다. 현재 rSe빼ty and Pers빼 Relationship J 은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는 않지만 학교장이 전체적인 실시의 책임을 지고 학제적인 교육분야의 하나로 

서， 스웨덴의 커리률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주로 ‘생물’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체육·보건’ 교과에서도 학습기회가 있다. ‘체육·보건’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해 학습하고 있고， 건강한 라이프스킬의 형성을 향한 

개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학습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 성평등않ender eq뻐ity)에 관해서는 rSex뻐ity and Personal 

Relationship J 의 교육과는 별도로 국가 커리률럼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성평둥’에 근거한 지도의 올바른 모습에 관 

한 트레이닝을 받아， 커리률럼 전체의 수업에 있어서， ‘성평등’에 근거한 지도 

방법을 실시하고 었다 남녀평등에 관한 학습은 성교육 형태는 아니지만 실시 

되고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비교육， 11-13세， 14-16 

세， 17-20세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초둥학교 저학년에서는 남녀 양 

성의 차이， 수정과 임신， 출산， 태아의 성장과정을 배우게 된다.11-13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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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차이， 성기의 구조와 기능， 2차 성징， 자위 행위， 수정의 과정，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 성의 결정， 임신 중의 태교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14-

16세에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에 대해서 중복 학습을 

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성문제， 혼인 외의 자녀， 유산， 성병， 피임 등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다. 17-20세에는 성도덕과 성의 사회성， 가정의 소중함，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정책， 가정에서의 성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스웨멘의 성 

교육은 저학년부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성교육에 

대한 교재는 영화까지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세히 다루어진다. 학교 성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 초기에 인간의 

성과 생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중학교 초기에 실제적인 피임기술을 가 

르친다.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뺨 건전하고도 성스 

러운 행위로 인지시켜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사나 보건교사와 상 

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상담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부모에게 비밀 

로 해 준다. 학교 측은 성관계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걱정거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 

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혼전성교 비율은 높지만 십대 임신， 낙태 둥 

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단히 낮다. 

제 5 절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1970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 

으며， 1971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1975년 공립 

학교령은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초등학교 성교육은 7-9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교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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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과 책 

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의 의 

미， 성에 대한 책임감， 피임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성교육 

시간은 생물수엽의 한 부분으로 총 3-4주 동안 1주에 3시간 정도가 배정된다 

멘마크의 성교육은 학교 교사가 맡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교사 외에 

도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학교 의사는 1명이 10-20 

개의 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하게 된다. 멘마크 가족계획협회가 

운영 중인 피임클리닉도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임클리닉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사는 환자와 약속이 되면 병원에서 만나 

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성교육 과정에서 한번쯤 이 클리닉을 방문하여 피임이 

나 임신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자세히 얻게 된다 피임클리닉에서는 

피임법을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 등을 할 수도 있다 

제 6절 일본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미국， 영국， 스 

웨덴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과 기본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에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때의 유의점으로 성교육 내용의 선택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는 ‘교원， 보호자， 지역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文部省， 199어. 이는 학교 성교육을 위해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이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의논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 영국의 방법을 수용한 것이다. 

일본의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격완성과 풍부한 인간형성’이다. 

그 내용은 ‘인간의 성을 인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생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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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을 전 

하는 것과 함께 학생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남녀평등의 정신을 기본으로 

올바른 이성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몸에 익 

혀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성교육은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 자기의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2) 남녀의 인간 

관계 육성에 필요한 내용，@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성에 관한 내 

용 둥 3가지의 영역에 관해서 고려되고 있다.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동F는 방향으 

로 이행해 가고 있다{中央敎育審議會; 199이.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학 

습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침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는 양호교사나 학급담임 둥이 성에 관한 개별지도를 행 

하도록 되어있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 

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등이 연대하여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학생 스스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나 지도방침은 나 

타나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도 학생의 성 피해가 심각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인식되는 듯 

하다 일본에 있어서도 학교와 지역이 연대해서 학생이나 지역 청소년을 지원 

하는 체제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미성년자의 임신， 임신중절， HIV와 그 외의 성감염증이 과제로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과제에 대한 지도는 「學校t= 침 tt~ 性敎育σ)考i

方」에서는 거의 언급 되어있지 않다. HIV/AIDS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도서가 

작성되어 있지만(日本學校保健會" 2(01), 포괄적인 성교육 중에서의 취급이나 

다른 성감염증과 관련지어 다루고 있을 뿐이다. 

성감염증에 관한 일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사에게 제공한 지도 자료를 보면， 성교육 중에서 성감염증에 대한 지강} 강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디{文 

部省， 2뼈.).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에는 학교나 교새 보호자 이외 폭넓은 사회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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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견이나 사고방식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피임이나 중절， 안 

전한 성교와 HIV/AIDS와 성감염증에 관한 현실적인 성교육을 어떻게 학교교육 

에 도입하는가에 대해 진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성교 

육에 있어서는 남녀의 상호이해나 인간관계， 성역할， 성차별 둥， 남녀평등에 관 

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r學校~::. 쉰 tt~ 性敎育σ)考&方」 에 있어서도， “성 

교육의 오늘날의 의의와 필요성” 중에서， ‘1밟:phone Oub"등을 통해서 성적(性 

的)인 관계를 갖는 행위가 약물남용과 결부되거나 약물의 판매요인이 되는 점 

이 지적되고 있고， ‘다이어트 갈망’을 가진 여자가 약물을 이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성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 

본은 ‘약물남용과 성에 관한 문제가 강하게 관련 된다’는 인식을 근거로 성교 

육과 약물남용방지 교육을 관련지어 ‘포괄적인 입장에서 계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생 

도， 보호자와 학교관계자 사이의 신뢰성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일본의 성교육에 라이프스킬교육이 도입되어， 검토 등의 여러 가지 학 

습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교육활동 중에 알게 된 개인적 비밀에 관한 기본 

적인 규칙을 학생， 보호자 및 지역의 관계자 사이에 정해 놓은 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7 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논의된 외국의 성교육 운영의 현황과 특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 

고， 국내 성교육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는 미국， 스웨덴에서는 ‘sex뻐ity education’, 영국에서는 

‘sex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공히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3가지를 주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국， 영국과 같이 주요 

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맘ik Centerw뻐 and. Skolverket, 21XXl). 그러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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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의 커리률럼에는 ‘지식’은 사실， 이해， 기술， 축적한 경험과 같은 ‘다양한 형 

식에서 표현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다{Min업try of 뻐U때on and 

Sci없ce in Sweden and Nationa1 Agency for 퍼ucation， 2001). 그 때문에 rSexuality 

and Persona1 Relationship.J 의 교육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지식’의 개념 아래 계 

획， 실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부심 향상이나 자신감， 책임감 등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동 

이 성， 성적 건강， 가족생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획득， 이해， 가치관， 태도， 라이프스킬 동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Nationa1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αX); 

맘ik CenteIWall 때d Skolverket, 2;αX)). 

〈표 4-3) 각 국의 성교육 운영 현황 및 특징 

국가 서。jl[휴o 며。 관장 기관l 
기준·지침 특정 행위자 

앓Ðlity Gñc생im; frr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정신적 영역을 포괄 

sex!폐ity Irfun빼marn @따허m;he 
하는교육 

미국 Infarmtim 버g뼈I Qm:i] Sexmlity 버lllIiæ 
-지역과 학교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성교육 교육과정 

arn 닮lllIiæ cftldhi!f쳐 %뼈맹떠1 

SIate엇SIBlB) -뻐I Cìlre) 을공동으로개발 

독일 
연방정부 정부규정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의 전수 

헌법재핀소 성교육지도원리 -성행동 언급은 피행고퉁학교 과정에서 교육) 

Sex and 
-신체적， 논리적， 감정적인 발달에 관한 생애 학습 

Sex and 교육으로간주 

영국 Relationslùp 학교이사회 
Re.허la없때tionslùp 

-학교이사회에서 보호자 등의 상담， 동의 하에 해당 
Education 

Education 
Gui때nce 

학교의 SRE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함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등의 연대 지원 

Sexuality Jnstruction 
-4~5부터 성교육이 실시됨 

스웨덴 
and 학교장의 Conceming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학습 
Personal 자율재량 Interpersonal 

-성평동 교육은 별도 과정으로 실시함 
Relationslùp Relation 

덴마크 학급담임 
-초동학교부터 의무화 되어 있음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연계가 잘 이루어짐 

양호교새 文部省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연을 종합적으로 다룸 

일본 性敎育
학급담임 학습지도요령 

-교사， 보호자，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이나 사고방식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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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의 학교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성교육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보호자나 지역사회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특히， 보 

호자와의 연대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다{Nationa1 Guidelines Task Force, 

1996; 文훌隨， 1999). 

외국의 성교육 사례는 전반적으로 네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을 제공한다. 외국 

의 성교육은 성에 관련된 단편적인 지식의 전수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정서 

발달에 맞는 생애 교육을 전제로 개인의 가치， 인권 존중 등 인간관계를 기반 

으로 하고， 라이프스킬의 향상을 도모하며， 청소년의 사회문제， 건강문제를 위 

시하여 위험 행동의 예방과 대처， 건강 증진 교육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1.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미국과 영국에서는 초등교육단계의 초기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이나 이 

해， 방법 등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단계 

나 교육단계의 진행에 따라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임신이나 출산， 육애 피 

임， 성감염증 등의 성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이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cπ Education 뻐d Employment, 2:αlO). 

또， 스웨멘의 학교 성교육은 상호간에 개인의 가치， 인권존중， 인간관계의 교 

육으로써 실시되고 있다땀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聊1). 인간관계는 일본 

의 학교 성교육에서도 중시되고 있고(文部省， 1999), 유럽과 미국의 성교육에서 

도 공통의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학교 성교육에서 양호한 인간관계의 구축은 성교육의 여러 가 

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라이프스킬 교육의 도입과 내용구성 

라이프스킬 형성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공통 

과제이다. 라이프스킬 교육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계통성이나 학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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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정비를 배려할 필요가 있대WHO 편， 199끼. 특히，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 

동의 발육단계， 마음의 준비를 고려한 교육의 구성， 계획， 실시가 중요하다{文 

部省， 1맺，). 

미국과 영국의 성교육은 초·중동교육기간에 일관해서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 

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동 및 학생의 발달단 

계， 교육단계에 맞추어 구성된다. 성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전체를 통찰하고， 아 

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인간관계의 발달， 성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의 형 

성과 라이프스킬 교육을 종합해서 구성된 것이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또， 학생의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의 학습 환경 만들기 위 

해 학교， 가정，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대WHO 편， 

199η.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일본，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성교 

육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성교육은 보호자에 의한 성교육 

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보호자， 지역 및 관련 조직 등에 각각 

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대文部省， 1999; 

Natio때1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뼈rtment for Education and 표nployment， 

2αlO; Erik Centerwall 뻐d Skolverket, 2αlO). 

3. 성에 관한 위험행동에의 대응 

일본을 포함해 미국， 영국， 스웨멘에서 성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청 

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청소년의 건강을 둘러싼 위험행동 6개 영역을 보여주 

고 있다. 그 영역은 φ 흡연，(2) 불건강한 식습관.，@ 불충분한 신체활동，@ 음 

주와 그 외의 약불생， (5) HIV감염이나 그 외의 성감염증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초래핸 성행동，@ 폭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해를 초래뺨 행동 등이다 

(Cent，많 for 많ase Control and PreVl빼oι 2002). 즉，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 

제， 건강문제 등이 모든 영역에 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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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임신중 산모의 흡연은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청소년의 음주나 약물남용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감염증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남용과 HIV를 대표로하는 

성감염증과의 관련은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대Unit때 Nations 0댄ce for Drug 

Conσ01 and Crime Prevention, 2002; Cent많 for Dis많se Contro1 and PreveIition, 
2α)2; Sherry A Everett, Ann M. Malarcher, 21αlO). 
또， 성교육 주제의 하나인 신체와 건강에 관한 과제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영역의 과제가 되고 있고， 성적학대나 성적착취는 폭력과 불의의 상해를 초래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에 관한 위험행동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과 그 외의 건강영역에 관한 교육을 관련지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교의 학교 성교육은 단순히 아동의 위험행동 예방만이 

아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고 어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라이프스킬 교육도 자부심의 향상을 포 

함해 보다 좋은 인간관계의 구축이나 책임 있는 행동의 실천과 결하되는 개인 

적 기술， 사회적 기술 등이 고려된다. 

CDC는 건강교육과 위험행통의 감소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은 田V/STD감염 예방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 

인과 커뮤니티 전체의 건강을 위해 건강교육과 건강증진 전략에 근거해서 포괄 

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HIV/STD에 직접적으로 관 

련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약물남용 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인간의 섹슈얼리티나 사람의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 커뮤니 

케이션 스킬의 형성 기본적인 건강교육의 개념을 강화핸 것이 제공된다 

(C농nter for Disease Contr01 때d Prevention, 1995). 

미국， 영국， 스웨멘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아동의 발달과 건강촉진 

에서부터 성교육이 고려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나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동의 보다 나은 인간관 

계 구축과 생활방식 추구가 위험행동의 예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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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나 위험 

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의 구축， 보다 나은 생활방 

식의 추구를 목표로 해서 계획·실시된다 

4. 건강교육， 건강증진과 성교육 

미국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된 

다. 또， 영국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인격， 사회성의 발달과 건강의 

촉진을 지원하는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앤S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스웨 

벤의 교과서는 성교육이 다른 건강교육과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들로부터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성교육은 관련 있는 교과 교육을 포함 

하여 다른 건강영역의 교육과 관련지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정부는 10대 임신이 사회적 배척 등의 사회문제와 관련됨을 지적하고 있 

고(αm뻐펴 of H하 뼈j뼈， 1맺')， 교사에게 이들의 관련성을 이해한 다음에 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건강영역이나， 

사회문제와 서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건강영역， 사회문제와 연관 지 

어 실시되었을 때 그 효과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성교육 내용을 포괄적인 건강교육 차원 

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 있어서 성교육의 교육내용은 생 

물， 체육， 보건 뿐 아니고 역λh 지리， 사회과학과 관련된다. 건강의 유지 증진 

에 관한 사회적 조건까지 포괄하는 건강증진떠않lth Promotion)의 시점은 건강 

영역이나 사회교육과 연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의 구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CDC가 예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라이프스킬 

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라이프스킬 교육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대石川哲也 외， 

2뼈; 近森tt t"、.::， 2002). 기본적인 라이프스킬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강문제 

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이 된대WHO 편， 199꺼. 따라서 성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영역의 교육은 기본적인 라이프스킬 교육을 기반으로 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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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PSHE는 라이프스킬 교육이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 사회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도 라이프스킬 교육에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 PSHE의 틀 안에서 실시되는 SRE는 포괄적인 건강교육 내에서 구 

성된 구체적인 성교육 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건강영역이나 교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성교육을 계 

획하고 실시하는 것은 건강증진의 관점에 부합한다 또，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성 

교육을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 성의 자인(딩認，(2)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성 

이나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스킬의 형성 

과 생활방식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많은 

점에서 유럽 및 미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대文홈隨， 1999). 그러나 폭넓은 건강교 

육 중에 성교육의 자리매김이나 학습 환경정비를 포함한 건강증진의 관점은 미 

흡하다. 또한， 학교 성교육을 가정의 성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유럽 

및 미국과 달리 일본은 가정에서 학교의 성교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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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학교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표본에 의한 학생조사 

와 부가방식에 의한 교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생 조사는 학교 

성교육 관련 학습 내용， 학교외 성정보 습득방법， 성관련 내용 인지정도， 출산 

관련 학습 내용， 성 가치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고， 교사 조사는 성 

교육 관련 수업 실시 및 교육과정 이수， 학교 성교육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 

한 인식에 대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결과는 상기 항목에 대한 백분율 및 평균 

치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학생조사 결과는 전국을 대표 

하는 통계치로 사용될 수 있으나， 부가조사로 이루어진 교사조사결과는 전국 

통계치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제 1 절 학교 학생(초·중·고) 

1. 응답 학생 일반 특성 

응답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지역， 성별， 학교급， 학년 구분별 특성을 살 

펴보았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43.9%, 대도시(광역시 이상) 44.0%, 농촌(군 

지역) 12.1%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52.1%로 여학생(47.8%)에 비해 다 

소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6.9%이며， 중학생이 42.2%, 고등학생이 

40.8%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일부 학생의 경우 1-2세 편차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학년구분은 학생의 연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 

완료 학생의 학년은 모집단의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 

학교 2학년은 14%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3%대， 고등학교 3학 

년은 12%대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초등학교 학생은 10% 미만{5학년 9.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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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7.8%)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생아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표 5-1) 응답학생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1,248) (1,901) (4,754) (4,594)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43.9 42.0 45.6 43.0 
중소도시 44.0 42.7 44.8 43.7 
농촌(군지역) 12.1 15.4 9.6 13.3 

성별 
남자 52.1 52.0 52.9 51.4 
여자 47.8 48.0 47 .1 48.6 

학년 
초퉁 5학년 9.1 53.6 
초등 6학년 7.8 46.4 

중등 1학년 13.8 32.8 
중등 2학년 14.3 33.8 
중등 3학년 14.1 33.4 
고등 1학년 13.9 34.0 
고등 2학년 14.2 34.8 
고릉 3학년 12.7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가. 학교 성교육 관련 수업실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 

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성교육 실태는 모두 

98% 이상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교 다만 학교급별에 따른 구분에서 초 

등학교의 수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89.1% 

로 가장 낮으나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경우 98% 이상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대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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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성교육 관련 학습내용 

성교육 관련 교육내용별로 살펴보면， 생식기구죄이차성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임샌출산으로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Z 52.5%, 

미혼맙인공유산 25.4%, 기타 8.8%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모l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생식보건문제를 증가시키고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2) 학생특성별학교성교육내용별수업률(중복응답) 
(단위: %, 명) 

생식기 이성교제l 
피임 임샌 

미혼모l 
성병l 성교육 (자대수상) 구분 구죄 성관계/ 

방법 출산 
。t!그 。Z

에이즈 기타 수업률 
이차성정 혼전순결 유산 

전체 87.4 68.2 56.6 74.5 25.4 52.5 8.8 98.3 (11 ,244) 

지역 

대도시 88.6 67.3 55.9 75.5 28 .4 53.0 8.0 98 .1 ( 4，93이 

중소도시 86.7 69.2 57.1 73.3 22.9 50.5 9.4 98.6 (4,949) 

농촌 85.8 67.9 57.3 75.1 24.0 58.5 8.9 98 .5 (1,359) 

성별 

남자 84.1 65.9 56.7 71.8 24.2 55.2 11 .4 98.0 (5,854) 

여자 91.1 70.9 56.6 77.5 26.8 49.7 5.9 98.7 (5，38이 

학교급 

초동학교 72.0 31.1 4.1 48.7 3.1 13.8 18.3 93.5 (1，뼈) 

중학교 90.2 74.5 55.1 72.3 22.6 51.8 7.7 99.2 (4,753) 

고등학교 91.0 77.2 79.9 87.5 37.7 69.4 5.9 99.4 (4,591) 

학년 

초등학교 5학년 63.0 28.6 3.6 43.2 2.6 13.4 19.9 89.1 ( 1,018) 

초등학교 6학년 82.4 33.9 4.6 54.9 3.6 14.3 16.4 98.5 (882) 

중학교 I학년 91.8 77.4 61.4 71.1 20.6 44.4 9.3 99.5 (1,558) 

중학교 2학년 88.5 73.1 50.7 65.4 19.6 55.3 7.2 98.8 (1,608) 

중학교 3학년 90.2 72.9 53.2 80.3 27.4 55.5 6.6 99.5 (1,587) 

고등학교 1학년 91.2 79.3 78.6 88.3 35.6 642 5.9 99.4 (1,561) 

고풍학교 2학년 92.4 76.4 82.4 88.6 때.2 72.5 6.2 99.5 (1,598) 

고등학교 3학년 89.2 75.6 78.6 85.3 37.0 71.4 5.4 99.2 (1,4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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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생식기구죄이차성정， 미 

혼모l인공유산에 대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약간 높은 편이고， 중소도시는 이성 

교제/성관계/혼전순결에 대한 수업， 농촌지역은 성병/에이즈에 대한 수업을 받 

았다는 응답 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생식기구죄이차성정， 임샌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 

순결， 피임방법， 미혼맙인공유산 등에 대한 수업을 받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 

여 높은 수준이며， 남학생의 경우 성병/에이ξ 기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 

대적으로 더 많았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주로 생식기구죄이차성정(η0%)와 임신j 

출샌48.7%)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으나 타 내용의 수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 

므로 초등학생의 성장 발달을 감안하여 교과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중 

학교의 경우 생식기구조· 이차성징(90.2%) ，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74.5%)， 임 

신/출샌72.3%)， 피임방법(55.1 %) 등으로 초등학생에 비하여 성교육 내용별 수업 

률에서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미혼맙인공유산(37.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교육 내용 

에 대한 수업률이 높게 나타나 학교 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의 제공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성교육 계획 

이 중학교부터의 피임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효과는 고등학교에서야 두드러지게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하겠다 또한 피임교육의 강조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실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전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였을 때， 단지 생리적 지식의 수준에서 피임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 인공임신중절， 미혼모 등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지 못 

하고 있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피임에 대한 수업률 

은 79.9%인데 반해 미혼모l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은 37.7%에 그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경우 피임방법이나 미혼맙인공유산 

에 대한 수업률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5학 

년에 비하여 생식기구죄이차성징에 대한 수업률이 약 20%포인트 더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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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며， 임신/출산은 약 12%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대체로 모든 성교육 내 

용별 수업률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성교육이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피임방법에 대한 수업률은 중학교 3학년은 53.2% 

인데 비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률은 78.6%로 약 25%포인트 더 높았다 4) 

〈표 5-3>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학교 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성교육 만족도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8%, 약간 도움이 된다 28.1%, 보통이다 38.4%, 별 

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 등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37.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학생의 수준과 요구 

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성교육의 만족도를 제고 

해야함을시사한다 

한편 공세권 외Q뼈)의 연구에서도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성교육에 대하여 전체 학생의 73.8%가 만족하지 못한다 

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원·이해경(2뼈)의 연구에서도 과거 받아온 성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춘기의 신체/심리적 변화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교육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 
신/피임， 이성교제， 성태되가치관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청소년틀이 희망하는 성교육 내 
용은 임신과 피임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성간 교제， 이성간 성교， 성태되가치관， 성기 

위생/성건강， 이성간 키쇠애무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춘기의 신체/심리적 변화， 성적공상/성 
충통， 비정성적인 성행동， 성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대표 

참조). 요컨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내용들이 주로 성에 관한 기초지식 수준인 반면， 학 

생들이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들은 현실적이고 청소년의 성행위 또는 성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라는 점에서;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성지식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과거 받아온 성교육 및 향후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중복 응답) 

구분 

경험 

희망 

(단위: %) 

7)타 

2.7 

5.2 

자료; 김혜원· 이해경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J，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αXl，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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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74.2%, ‘성 

교육 담당 선생님의 교육 방법의 체계성 및 설명이 부족하여서’ 62.0%, ‘교재가 

불충분해서’ 낀.7%， ‘성교육 보조자료 및 매체의 활용이 부족하여’ 28.6%, ‘시간 

이 부족하여’ 26.0% 등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미루 

어 학교 성교육 내용이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 

여 성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나가야 한다. 

〈표 5-3) 학생특성 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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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특성별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을 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지 

역보다는 농촌지역， 여학생보다는 남학교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 보면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이나， 학 

년이 높을수록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학년의 성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성교육이 도움 되었다는 비율을 보면， 부모 생존 

여부에서는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부모 

의 결혼상태가 정상이 아닌 이혼·별거인 경우， 부 또는 모의 학력이 낮은 경 

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학생의 주부양자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경 

우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 

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추측할 수 

있디{부표 2-3 참조). 

다. 학교 이외 성정보 습득 방법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었는지 살펴보면， 인터넷에 의한 습득이 

28.8%로 가장 많으며， 친귀선후배는 27.4%, 부모J친인척 14.7%, TV 12.6%, 기타 

8.3%, 잡지/만화 2.4%, 사회종교단체 2.1%, 비디오 2.2%, 형제자매 1.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대표 5-4 참조). 이는 인터넷， TV,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에 의한 

성 정보 습득이 46.0%로 친귀선후배， 부모l친인척，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 의 

한 습득률 43.7%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 

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 

이며， 왜곡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5)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세권 외Q뼈)의 연구에서도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로 비디오 
μ6.1%)가 가장 높았고， 친구μ1.4%)， TV(38.7%), 교사(26.8%)， 만화나 잡지(2 1.0%)， 영화 

(20.3%), 인터넷(14.9%) 등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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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이 전달되어 올바른 성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성지식 정보경로가 친구/ 

선후배， 인터넷에 의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부맙친인척 

에 의한 지식정보 습득률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l친인척， 친궈선후배에 의한 성지식 습득률 

이 55.9%인데 남학생의 경우 29.5%로 26.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반면 남학생 

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률이 43.5%로 여학생의 12.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단위: %, 명) 
〈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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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7녀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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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부모/친인척(46.1 %)에 의하여 성지식을 가 

장 많이 습득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이 가장 많 

다. 학년별 성지식 경로에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l친인척μ6.1%)에 의하여 성지식 습득이 높아지는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지식정보 습득률을 보면， 부모 생존 여부에서는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 비디오 또는 TV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어 

머니만 생존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률이 높았다. 부모의 학력수준 

이 높을수록，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맙친인척에 의한 성지식 습득 

이 높아졌대부표 2-8 참조). 

라.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방법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6)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친구/선 

배와 상담하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부모와 상답한다는 응 

답이 21.8%, 혼자 해결 한다 18.2%, 인터넷[PC통신 10.6%, 기타 방법 5.0%, 형 

제/자매와 상담 3.0%, 상담전문가와 상담 2.2%, 성교육 관련 책 1.9%, 학교 선 

생님과 상담 1.3% 등의 순이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 

났다{표 5-5 참조) 이 같이 학생들이 성문제를 ‘친귀선배’ 등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청소년 성상담 클리닉이나 서비 

6) 본 조사에서 성과 관련된 고민 내용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고민 조 
사를 실시한 공세건 외Q뼈)의 연구 결과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 
용을 보조 자료로 제시한다. 공세권 외@뼈)의 연구에서 성고민의 종류를 보면 성행위에 대 

한 고민이 48.3%로 가장 많았고， 임신(30.2%)， 성충동(26.7%)， 월경 또는 몽정(26.5%)， 성병 
(20.8%), 성폭행(19.3%)， 자위행위(19.1 %) 등의 순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행에 관한 상담(17.4%)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 성교육지도， 자위행위，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 피 

임방법 등의 순이었다. 상담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비교적 높은 상담 비율을 보였던 
자위행위， 원치 않는 임신， 성충동， 피임 방법 등의 상담은 2005년에는 약간 감소한 반면 성폭 

행，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그림] 참조). 



116 

스센터가 부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 

영을 통해 성상담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친구/선배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부모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 상담{30.6%)하거나， 친귀선배와 상담(37.3%)하는 경우 

가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PC통신(14.5%)을 이용하거나 

혼자 해결(24.4%)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부모와 상담한대57.9%)는 응답이 매우 높 

은 반면， 중· 고풍학생의 경우는 친구/선배 또는 인터넷[PC 통신에 의해 성문제 

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과 혼자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 

적으로높았다. 

학년별로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낮 

을수록 부모 상담에 의하여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선배 상담 또는 인터넷매C 통신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 습득 경로와 비슷한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청소년 상담 내용의 변화(1뼈년， 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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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문제，(2) 원치않는 임신，@ 피임방법，@ 성병，@ 건강'，@ 입양;(J] 성충동，@ 성도착증， 
@ 자위행위，@ 근친상간;@ 동성연애，@ 성폭행，@ 에이ξ @ 성교육지도 @ 비행，@ 취업진로， 
@ 가정문제，@ 성격문제，@ 。뿔문제，@ 학엽진로，@ 교우관계，@ 제도개선，@ 기타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내부자료(청소년 상담실 활동실적)，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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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학생특성별 성관련 고민 해결 방법 
(단위%， 명) 

구분 
부모 형제l 선생님 상당전 친구l 서 。교육 인터넷 혼자 기타 해결 
상당 자매 문가 선배 관련 책 jPC 해결 못함 

계(명) 

전체 21 ‘8 3.0 1.3 2.2 32.8 1.9 10.6 18.2 5.0 3.2 100.0 (5，뼈) 

지역 x'=34.2* 

대도시 21.0 2.7 1.2 1.8 32.9 1.6 10.9 19.2 5.4 3.3 100.0 ( 2,518) 

중소도시 21.5 3.0 1.5 2.7 34.0 1.8 10.3 17.5 4.5 3.2 100.0 ( 2,629) 

농촌 25.6 4.1 1.5 2.0 28.4 3.0 10.0 17.2 5.5 2.6 100.0 ( 75끼 

성별 x'=548.8*** 

남자 13.6 2.3 1.6 2.9 28.6 1.5 14.5 24.4 7.3 3.4 100.0 ( 3,044) 

여자 30.6 3.7 1.0 1.6 37.3 2.3 6.4 11.5 2.6 3.0 100.0 ( 2,859) 

학교급 1=1001.3*** 

초둥학교 57.9 2.4 2.4 1.9 8.7 4.0 2.6 10.0 7.5 2.5 100.0 ( 877) 

중학교 21.1 2.7 1.5 2.5 31.9 1.7 11.2 18.6 5.7 3.0 100.0 ( 2,293) 

고풍학교 10.8 3.4 0.8 2.1 41.3 1.3 12.6 20.4 3.7 3.5 100.0 ( 2,738) 

학년 x'=1210.8*** 

초등학교 5학년 63.0 1.5 2.3 2.1 7.5 4.4 1.3 8.8 7.7 1.5 100‘o ( 478) 
초등학교 6학년 52.1 3.5 2.5 1.8 10.1 3.5 4.0 11.6 7.3 3.5 100.0 ( 397) 

중학교 l학년 28.2 3.3 1.5 2.4 28.6 2.1 6.8 16.5 6.8 3.9 100.0 ( 752) 

중학교 2학년 20.2 2.5 1.8 1.6 32.3 1.8 11.0 20.3 5.9 2.6 100.0 ( 728) 
중학교 3학년 15.3 2.5 1.5 3.4 34.6 1.3 15.3 18.9 4.5 2.6 100.0 ( 81히 

고퉁학교 l학년 12.9 3.1 0.9 3.7 36.6 1.4 11.9 20.8 4.5 4.2 100.0 ( 874) 

고동학교 2학년 11.5 2.8 0.6 1.6 42.2 1.2 12.4 20.7 3.1 3.8 100.0 ( 962) 

고동학교 3학년 8.1 4.2 0.9 1.2 45.1 1.3 13.5 19.7 3.5 2.4 100.0 ( 898) 

주.: * p< 0.05, ** p< 0.01, *** p< O.‘.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마. 성 관련 내용 인지 정도 

학생들이 성 관련 내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10.0%, 아는 편 

이다 48.7%, 모르는 편이다 24.0%, 전혀 모른다 17.2% 둥으로 피임방법 인지율 

은 48.7%로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피임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60.3%, 중소도 

시 58.3%, 농촌 지역 54.9%로 도시지역이 다소 높았고， 성별로는 남학생 60.1%, 

여학생 57.4%로 남학생의 인지율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피임 

방법에 대한 인지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피임방법 인지율이 

20%미만이지만 중학생은 약 50%정도， 고등학생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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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β〉 학생의 특성별 피임방법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lj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92) 2.52 

지역 x2=16.3* 

대도시 10.6 49.7 22.6 17.1 100.0 ( 4,911) 2.54 

중소도시 9.8 48.5 24.6 17.1 100.0 ( 4,929) 2.51 
농촌 8.9 46.0 26.8 18.2 100.0 ( 1,352) 2.46 

성별 x2=167.8*** 
남자 13.2 46.9 21.6 18.3 100.0 ( 5，82이 2.55 
여자 6.6 50.8 26.6 16.1 100.0 ( 5,361) 2.48 

학교급 상=2619.9*** 

초등학교 2.7 15.5 30.3 51.5 100.0 ( 1 ，88이 1.69 
중학교 9.7 47.4 27.2 15.8 100.0 ( 4,724) 2.51 
고등학교 13.4 63.8 18.1 4.6 100.0 ( 4,586) 2.86 

학년 x2=2654.9*** 
초등학교 5학년 2.9 13.5 31.9 51.7 100.0 ( 1 ，00끼 1.67 
초등학교 6학년 2.5 17.8 28.5 51.2 100.0 ( 873) 1.72 
중학교 1학년 10.2 48.9 25.6 15.3 100.0 ( 1,544) 2.54 
중학교 2학년 8.7 43.3 29.4 18.6 100.0 ( 1,601) 2.42 

중학교 3학년 10.1 50.0 26.5 13.4 100.0 ( 1 ，58이 2.57 
고등학교 1학년 13.3 63 .1 18.3 5.2 100.0 ( 1,560) 2.85 
고동학교 2학년 13.4 65 .5 16.8 4.3 100.0 ( 1,599) 2.88 
고등학교 3학년 13.5 62.5 19.4 4.5 100.0 ( 1,430) 2.85 

주: 1) 매우 잘안다=4， 아는 편이다=3， 모르는 편이다=2， 전혀 모른다=1의 4점 척도에 의함， 점수가 높을수 

록 인지도가 높은 것임.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1뼈.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8.8%, 아는 편이다 
33.8%, 모르는 편이다 32.0%, 전혀 모른다 25.4% 등으로 인공유산 부작용 인지 

율은 42.6%로 생식보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인지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임신과 관련되 

는 문제로서 인공유산의 부작용이 여학생의 학습 욕구에 여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률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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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학생의 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모 전른혀다 계(명) 평균1)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 ， 16이 2.26 

지역 i~1 1.0 

대도시 9.6 34.1 31.7 24.6 100.0 ( 4,902) 2.29 

중소도시 8.3 33.6 32.0 26.1 100.0 ( 4,914) 2.24 

농촌 7.5 33.6 32.8 26.1 100.0 ( 1 ，35이 2.22 

성별 x2~46.7*** 

남자 9.8 31.3 32.1 26.8 100.0 ( 5,799) 2.24 

여자 7.7 36.6 31.9 23.9 100.0 ( 5，35끼 2.28 
학교급 i~920.1*** 

3':τ %승~.ïiL 5.8 19.3 26.2 48.8 100.0 ( 1,872) 1.82 

중학교 8.3 30.5 34.9 26.3 100.0 ( 4,722) 2.21 
.:iL연 t:r 증~.ïïι， 10.5 43.3 31.3 15.0 100.0 ( 4,571) 2.49 

학년 x2~988.8*** 

초등학교 5학년 6.1 19.0 25.4 49.5 100.0 ( 1,002) 1.82 

초등학교 6학년 5.4 19.6 27.1 47.9 100.0 ( 871) 1.83 

중학교 l학년 7.8 26.7 36.6 28.8 100.0 ( 1,543) 2.14 

중학교 2학년 7.5 28.4 35.7 28.4 100.0 ( 1,601) 2.15 

중학교 3학년 9.7 36.2 32.6 21.6 100.0 ( 1 ，57이 2.34 

고등학교 l학년 9.8 41.8 34.2 14.2 100.0 ( 1,555) 2.47 
고등학교 2학년 11.3 45.4 28 .5 14.9 100.0 ( 1,594) 2.53 
고등학교 3학년 10.4 42.5 31.2 16.0 100.0 ( 1 ，42잉 2.47 

주 1) <표 5-6>과 통일，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7께관 조사J ， 2006. 

성병/에이즈의 예방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9.0%, 아는 편이다 

37.3%, 모르는 편이다 33.1%, 전혀 모른다 20.7% 등으로 성병 · 에이즈의 예방법 

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인지율 더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률은 증가하였다. 특히 성병·에이즈의 예방방법 

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10%이상으로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율과는 상 

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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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학생의 특성별 성병·에이Z 예방 방법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j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31) 2.35 

지역 i=18.9* 
대도시 9.5 36.9 33.0 20.5 100.0 (4,882) 2.35 

중소도시 8.3 36.5 34.0 21.2 100.0 (4,901) 2.32 

농촌 9.1 41.5 29.7 19.7 100.0 ( 1,348) 2.40 

성별 x2=242.3*** 

남자 12.2 39.8 28.6 19.5 100.0 (5，78이 2.45 

여자 5.5 34.6 37.9 22.0 100.0 (5,339) 2.24 

학교급 녔=1691.0*** 
초등학교 3.7 12.8 33.5 50.0 100.0 ( 1,859) 1.70 

중학교 9.1 34.4 36.0 20.5 100.0 (4，71이 2.32 

고동학교 11.0 50.2 29.8 9.0 100.0 (4,561) 2.63 
학년 x2= 1782.2*** 
초등학교 5학년 3.2 12.0 31.4 53.4 100.0 ( 993) 1.65 
초둥학교 6학년 4.2 13.7 35.9 46.2 100.0 ( 866) 1.76 

중학교 1학년 8.3 29.5 37.7 24.5 100.0 ( 1 ，5때) 2.22 

중학교 2학년 9.4 33.6 35.5 21.5 100.0 (1,599) 2.31 
중학교 3학년 9.7 40.1 34.7 15.5 100.0 (1 ,572) 2.44 
고등학교 1학년 9.3 48 .5 31.5 10.8 100.0 ( 1 ，55이 2.56 
고등학교 2학년 12.2 50.0 29.0 8.8 100.0 ( 1,591) 2.66 
고등학교 3학년 11.5 52.2 29.0 7.3 100.0 (1,420) 2.68 

주: 1) <표 5-6>과 동일.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α%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가치관 조사J ， 21뼈.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7.5%, 아는 편이다 

63.1%, 모르는 편이다 14.4%, 전혀 모른다 5.1% 등으로 신체적 구조 인지율은 

80.6%로 높은 수준이었다{표 5-9 참조).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생식기 구조에 

대한 수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53.2%, 중학 

생은 82.4%, 고등학생은 89.7%로 학교급이 높아지변 인지율도 상당히 많이 상 

승했지만， 다른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 구조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의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 

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생식기 구조에 관한 인지율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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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학생의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전체 17.5 63.1 14.4 5.1 100.0 (11,091) 2.93 
지역 i= !O.5 

대도시 17.8 63.5 14.1 4.6 100.0 ( 4,869) 2.94 

중소도시 17.7 62.7 14.4 5.2 100.0 ( 4,882) 2.93 

농촌 15.4 62.8 15.7 6.0 100.0 ( 1,340) 2.88 

성별 x상2=딩205.2*** 

남자 21.8 58.9 13.1 6.1 100.0 ( 5,758) 2.% 

여자 12.7 67.6 15.8 3.9 100.0 ( 5,319) 2.89 

학교급 i = 1332.9*** 
소~% 증~ji[ 6.6 46.6 29.7 17.1 100.0 ( 1,845) 2.43 
중학교 17.5 64.9 14.0 3.6 100.0 ( 4,695) 2.% 
고풍학교 21.8 67.9 8.7 1.6 100.0 ( 4,550) 3.10 

학년 i=1414.3*** 

초등학교 5학년 7.4 42 .3 31.5 18.8 100.0 ( 988) 2.38 

초동학교 6학년 5.7 51.5 27.7 15.2 100.0 ( 85끼 2.48 

중학교 l학년 15.7 62.0 17.8 4.4 100.0 ( 1,533) 2.89 

중학교 2학년 17.1 64.7 14.3 4.0 100.0 ( 1,594) 2.95 

중학교 3학년 19.7 67.9 9.9 2.6 100.0 ( 1,568) 3.05 

고등학교 l학년 20.3 69.0 9.2 1.5 100.0 ( 1，54이 3.08 
고동학교 2학년 21.4 68 .4 8.4 1.8 100.0 ( 1，58까 3.09 
고풍학교 3학년 23.9 66.1 8.4 1.6 100.0 ( 1,418) 3.12 

주: 1) <표 5.6>과 동일. 
기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7써관 조사'J ， 2006. 

임샌출산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7.9%, 아는 편이다 

59.8%, 모E는 편이다 16.0%, 전혀 모른다 6.3% 등으로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 

한 인지율은 77.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신체적 구조와 비슷한 경 

향으로 중학교 이상에서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수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 

대표 5-10 참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 

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인지율이 다소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율은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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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학생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080) 2.89 

지역 i=27.8*** 

대도시 18.6 60.6 14.7 6.0 100.0 ( 4,868) 2.92 

중소도시 18.1 58.7 17.0 6.1 100.0 ( 4,874) 2.89 

농촌 14.3 60.6 17.2 7.8 100.0 ( 1,338) 2.81 
성별 i=I64.7*** 

남자 19.0 54.7 18.2 8.2 100.0 ( 5,757) 2.84 

여자 16.7 65.3 13.7 4.2 100.0 ( 5,314) 2.95 
학교급 i= 1253.6*** 

초등학교 10.2 41.2 28.7 19.9 100.0 ( 1,846) 2.42 
중학교 17.2 60.2 17.2 5.4 100.0 ( 4,687) 2.89 
고등학교 21.8 66.9 9.7 1.6 100.0 ( 4,546) 3.09 

학년 x2=1383.4*** 

초등학교 5학년 10.2 39.0 28.9 21.8 100.0 ( 986) 238 

초동학교 6학년 10.1 43.7 28 .5 17.7 100.0 ( 860) 2.46 

중학교 I학년 15.4 57.1 20.7 6.8 100.0 ( 1,533) 2.81 

중학교 2학년 14.9 58.6 20.2 6.3 100.0 ( 1 ，58꺼 2.82 

중학교 3학년 21.1 64.9 10.7 3.2 100.0 ( 1 ，56이 3.04 

고등학교 I학년 21.4 67.6 9.7 1.4 100.0 ( 1,545) 3.09 
고동학교 2학년 20.6 68 .1 9.5 1.8 100.0 ( 1,588) 3.08 
고퉁학교 3학년 23.5 64.8 9.8 1.8 100.0 ( 1,413) 3.10 

주: 1) <표 5-6>과 동일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둥 가치관 조사J ， 2006. 

전체적으로 성관련 인지율은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 

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율은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 

42.6%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생식기 

구조l이차성징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 

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피임방법에 대하여 배웠다고 응답한 경우 피임방 

법에 대하여 아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8%인데， 그 내용은 배우지 않은 

경우 피임방법 인지율은 29.8%로 매우 낮ó}， 그 차이가 50%포인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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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성관련 수엽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표 5-11 참조). 

〈표 5-11) 학교 성교육 내용 수업여부별 성관련 내용의 인지율 

구분 

전체 

(평균 접수)1) 

생식기 구죄 이차성정 

수업 경험 있다 
수업 경험 없다 

이성교제l성관계l혼전순결 
수업 경험 있다 
수업 경험 없다 

피염방법 

수업 경험 있다 
수업 경험 없다 

임신j출산 
수업 경험 있다 
수업 경험 없다 

미혼외인공유산 
수업 경험 있다 

수업 경험 없다 

성병/에이즈 
수업 경험 있다 

수업 경험 없다 

주: 1) <표 5-6>과 통일. 

피염방법 

인지 
58.7 

(2.52) 

62.5 
32.7 

66.5 
42.0 

80.8 
29.8 

66.0 
37.6 

80.7 
51 .3 

72.2 
43.8 

인공유산 
부작용 

42.6 

(2.2잉 

44.7 
27.5 

47.4 

32.3 

52.6 
29.5 

47.2 
29.2 

65.6 
34.7 

51.0 
33.3 

서버 ql 
。 o ^ 

에이즈예방 
46.3 

(2.35) 

48;7 
28.7 

52.4 
32.9 

59.3 

29.1 

51.5 
30.7 

65.6 
39.6 

.65.7 
24.5 

남녀의 
신체구조 

80.6 

(2.93) 

84.5 
52.0 

86.5 
67.5 

90.3 

67.7 

86.1 

64.0 

91.9 
76.6 

88.7 
71.4 

(단위: %, 명) 

임신 및 
출산과정 

77.7 

(2.89) 

81.6 
50.0 

83.9 
64.2 

88.3 

63.6 

85.6 
54.3 

91.0 
73.1 

85.5 
6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2뼈. 

한편 학교의 성교육 내용과 성관련 지식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 

서도 성교육을 받은 내용과 관련 지식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대표 5-12 참죄 하지만 피임방법에 대한 수업 여 

부와 피염방법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계수만이 0.520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모 

/인공유산 수업 여부와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계수는 

0:292, 성병/에이즈에 대한 수업 여부와 성병/에이즈 예방법의 상관계수는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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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 구죄이차성정에 대한 수업 여부와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정 

도의 상관계수는 0.272, 임신j출산에 대한 수업 여부와 임신j출산과정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계수는 0.325 등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즉， 학교 성교육의 효 

과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표 5-12) 학교 성교육 내용과 성 관련 지식과의 상관관계 

구분 
피임방법 인공유산의 성병 ·에이즈 신체구조 임신·출산 
인지 부작용 예방법 인지 과정 인지 

생식기 구죄이차성정 0.2(J]*** 0.123*** 0.148*** 0.272*** 0.255*** 

이성교제l성관계l혼전순결 0.248*** 0.173*** 0.209*** 0.240*** 0.236*** 
피임방법 0.520*** 0.274*** 0.337*** 0.307*** 0.312*** 

임샌출산 0.259*** 0.186*** 0.201*** 0.257*** 0.325*** 

미혼모l인공유산 0.277*** 0.292*** 0.259*** 0.2(J]*** 0.217*** 

성병/에이즈 0.309*** 0.209*** 0.432*** 0.250*** 0.227*** 

주: ***p<O.OO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바성 가치관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녀의 혼전 순결， 혼전 성 

관계， 혼전 동거， 혼전 임신， 이성교제 등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문 항목에 

한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1.1%,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로 전체 학생의 

약 2/3정도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이 성적 순결을 여전 

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대표 5-13 참조). 하지만 순결에 대해 개방적인 태 

도도 1/3을 차지하는 만큼 성적 순결에 대한 건전한 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남자의 혼전순 

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수적인 경향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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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남자의 결혼 전 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고 저학년일수 

록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저학년의 경우 성가치관의 미성숙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5-13) 학생의 특성별 남자의 결흔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급적 지키지 않을 지킬 필요가 

모르겠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수도 있다 없다 

계(명) 평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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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에서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 보면，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39.6%,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34.2%로 전체의 

약 3/4정도가 여자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관 보다는 여자의 혼전 순결에 대하여 더 보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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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는 남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응답과 비슷 

한 경향으로，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 

도가 더 높은 편이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여자의 혼전순결 

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고， 고학년일수록 여자의 결 

혼전 순결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5-14) 학생의 특성별 여자의 결흔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반드시 가급적 지키지 않을 지킬 필요가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수도 있다 없다모르겠다 계(명) 평균1) 

전체 34.2 39.6 12.8 2.3 11.2 lmx2.O=3 (712l*2*1*끼 2.17 
지역 
대도시 33.4 39.7 13.9 2.5 10.6 100.0 ( 4,925) 2.17 
중소도시 34.3 38.7 13.0 2.2 11.8 100.0 ( 4,939) 2.19 
농촌 36.4 42.4 8.4 2.0 10.8 100.0 ( 1,353) 2.08 

성별 i=258.2*** 
남자 29.5 39.2 13.5 3.2 14.5 100.0 ( 5，83이 2.34 
여자 39.3 39.9 12.1 1.3 7.4 100.0 ( 5，37이 1.98 

학교급 i=867.5*** 
초등학교 36.8 28.9 7.0 1.2 26.1 100.0 ( 1,882) 2.51 
중학교 36.1 때.3 9.7 2.3 11.6 100.0 ( 4，74끼 2.13 
고등학교 31.1 43.2 18.5 2.7 4.5 lmX2=O99 (2 4，58이 2.06 

학년 .5*** 
초등학교 5학년 36.1 27.9 6.2 1.4 28.3 100.0 ( 1 ，01이 2.58 
초등학교 6학년 37.6 30.0 7.8 0.9 23.6 100.0 ( 872) 2.43 
중학교 l학년 38.4 38.6 7.0 1.7 14.4 100.0 ( 1,553) 2.15 
중학교 2학년 35.5 41.6 9‘4 1.9 11.6 100.0 ( 1,609) 2.12 
중학교 3학년 34.5 40.5 12.7 3.3 8.9 100.0 (1，58이 2.12 
고등학교 l학년 33.4 43.8 15.6 2.2 4.9 100.0 ( 1,560) 2.02 
고등학교 2학년 31.6 44.8 17.0 2.4 4.2 100.0 ( 1 ，59끼 2.03 
고등학교 3학년 27.9 40.9 23 .1 3.6 4.4 100.0 (1，43이 2.16 

주: 1) <표 5-13>과 동일.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처l관조사J ， 2006.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보면 매우 찬성이 8.4%, 대체로 찬성이 22.5%, 별로 찬성 안함이 34.6%, 전혀 

찬성 안함이 34.5%로 부정적인 태도가 약 70%에 이른대표 5-15 참조.). 이는 

남녀의 혼전 순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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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는 농촌 지역(27.7%)이 중소도시(3 1.0%)와 대도시(31.7%)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초둥학교 5학년에서 18.7%였던 찬성 응답이 

점차 상승하여 고동학교 3학년에서는 50.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학생의 특성별 흔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륜1)"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219) 2.05 
지역 x2=12.9* 
대도시 9.1 22.6 33.7 34.6 100.0 ( 4,928) 2.06 
중소도시 8.0 23.0 35.0 34.0 100.0 ( 4,933) 2.05 
농촌 7.1 20.6 36.5 35.8 100.0 ( 1,358) 1.99 

성별 x2=907.3*** 

남자 13.5 27.2 35.5 23.8 100.0 ( 5,839) 2.30 
여자 2.8 17.4 33.6 46.2 100.0 ( 5,368) 1.77 

학교급 x2=555.0*** 
초퉁학교 4.0 13.6 38.7 43.7 100.0 ( 1,889) 1.78 
중학교 7.4 17.6 36.2 38.8 100.0 ( 4,744) 1.94 
고동학교 11.2 31.3 31.3 26.2 100.0 ( 4,584) 2.27 

학년 x2=721.0*** 
초등학교 5학년 4.1 14.6 37.8 43.5 100.0 ( 1ρ14) 1.7 
초풍학교 6학년 3.9 12.4 39.7 43.9 100.0 ( 87이 1.76 
중학교 1학년 4.7 14.2 36.4 44.7 100.0 ( 1,555) 1.7 
중학교 2학년 6.6 16.8 37.6 38.9 100.0 ( 1 ，60잉 1.91 
중학교 3학년 10.7 21.9 34.6 32.8 100.0 ( 1 ，58이 2.10 
고동학교 l학년 9.1 28.0 31.7 31.2 100.0 ( 1,558) 2.15 
고둥학교 2학년 11.3 29.5 33.4 25.8 100.0 ( 1,598) 2.26 
고등학교 3학년 13.4 36.8 28.6 21.1 100.0 ( 1,429) 2.43 

주: 1) 매우 찬성=4， 대체로 찬성=3， 별로 찬성 안함=2， 전혀 찬성 안함=1의 4점 척도에 의함.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동 7찌관 조사J ， 2뼈. 

‘남녀가 사랑한다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 

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찬성 7.1%, 대체로 찬성 26.3%, 별 

로 찬성 안함 때.2%， 전혀 찬성 안함 26.4%로 66.6%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5-16 참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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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자에 비해 혼전 통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0%포인트 높 

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초동학생 22.0%, 

중학생 31.6% , 고등학생은 40.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 

하였다 학년별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전 동거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5-16) 학생의 특성별 흔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창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영) 평균!j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 ,232) 2.14 

지역 X2=4.5 

대도시 7.0 26.6 39.6 26.7 100.0 ( 4,931) 2.14 

중소도시 7.4 26.2 때.7 25.7 100.0 ( 4,944) 2.15 
농촌 6.6 25 .5 40.2 27.7 100.0 ( 1 ，35꺼 2.11 

성별 X2= 139.5*** 

남자 8.8 29.2 38.7 23.3 100.0 ( 5，84끼 2.24 
여자 5.3 23.1 41.7 29.8 100.0 ( 5，37이 2.04 

학교구분 x2=300.3*** 

초퉁학교 4.4 17.6 39.6 38.4 100.0 ( 1,898) 1.88 
중학교 6.8 24.8 41.4 27.0 100.0 ( 4,748) 2.11 
고등학교 8.7 31.4 39.1 20.9 100.0 ( 4，58에 2.28 

학년 x2=373.3*** 

초등학교 5학년 4.0 17.3 38.2 때1.5 100.0 ( 1,018) 1.85 
초퉁학교 6학년 4.8 18.0 41.2 36.1 100.0 ( 882) 1.91 
중학교 1학년 6.4 20.7 42.2 30.8 100.0 ( 1,553) 2.m 
중학교 2학년 5.4 24.5 43.2 27.0 100.0 ( 1 ，6C삐 2.08 
중학교 3학년 8.6 29.3 38.9 23.2 100.0 ( 1,588) 2.23 
고등학교 1학년 7.6 31.2 39.4 21.8 100.0 ( 1,559) 2.25 
고등학교 2학년 8.0 31.0 39.7 21.3 100.0 ( 1,598) 2.26 
고등학교 3학년 10.6 32.1 38.0 19.4 100.0 ( 1,431) 2.34 

주: 1) <표 5-15>와 동일 
2)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α%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7]-.치관조사J ， 200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대혼전 임신)’는 항목에 대 

한 응답자의 태도를 보면 찬성의 비율이 짜.6%， 찬성 안함의 비율이 78.4%로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대표 5-17 참조.). 이는 

혼전 동거(66.6%)와 비교하였을 때 혼전 임신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결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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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 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로는 여성(25.1 %)의 경우 남성(18.4%)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의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에 대한 성별 비교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 앞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학교급 및 학년별로는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전 임신에 찬성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학생의 특성별 흔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Ij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 ,232) 1.83 
지역 x2=5.1 
대도시 4.4 17.7 36.6 41.3 100.0 ( 4,934) 1.85 
중소도시 3.9 17.2 35.6 43.2 100.0 ( 4,941) 1.82 

농촌 4.4 17.2 35.1 43.3 100.0 ( 1 ，35끼 1.83 
성별 x2=82.9*** 

남자 4.0 14.4 36.7 44.9 100.0 ( 5,846) 1.78 
여자 4.4 20.7 35.3 39.7 100.0 ( 5,375) 1.90 

학교구분 i=254.2*** 

초등학교 3.1 11.5 30.0 55.4 100.0 ( 1 ，89η 1.62 
중학교 4.1 15.3 37.4 43.1 100.0 ( 4，74이 1.80 

고풍학교 4.8 22.0 37.0 36.3 100.0 ( 4,588) 1.95 
학년 i=326.1*** 

초둥학교 5학년 2.6 10.6 30.3 56.6 100.0 ( 1,018) 1.59 
초동학교 6학년 3.6 12.5 29.8 54.0 100.0 ( 879) 1.66 
중학교 l학년 4.4 12.2 36.0 47.3 100.0 ( 1,555) 1.74 
중학교 2학년 3.8 15.5 36.8 43.9 100.0 ( 1 ，60잉 1.79 
중학교 3학년 4.0 18 .3 395 38.3 100.0 ( 1 ，58이 1.88 
고등학교 I학년 3.7 20.5 37.1 38.8 100.0 ( 1,558) 1.89 
고등학교 2학년 4.5 205 38.7 36.3 100.0 ( 1,599) 1.93 
고등학교 3학년 6.2 25.3 35.0 33.5 100.0 ( 1,431) 2.04 

주:1)<표 5-15>와 동일. 

2한)국 *보 p<건 0사.0회'5，연 *구*원 p<, 0,01 *** p<0.OOl 
자료: ~R-'!;!'{i .. q~ 'l'Fi1.~1.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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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 

변，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28.2%,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49.4%, 낳아서는 

안된다 7.5%, 모E겠다 14.9% 등으로 나타났다{표 5-18 참조). 이는 혼전 임신 

이라도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끽3 이상이 출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도 서구 사회와 같은 결혼 및 출산 문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8) 학생의 특성별 흔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낳아야한다 기를수 있는 낳아서는 
모르겠다 계(명) 

경우낳는다 안된다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32) 

지역 i~16.8** 
대도시 27.7 50.6 7.8 13.9 100.0 ( 4，93이 

중소도시 28.2 48.9 7.5 15.4 100.0 ( 4,946) 

농촌 30.5 46.8 6.2 16.5 100.0 ( 1퍼이 

성별 i~1I1.8*** 

남자 28.6 45.4 8.6 17.4 100.0 ( 5,845) 

여자 27.8 53.8 6.2 12.2 100.0 ( 5,378) 

학교급 i~469.5*** 

초등학교 25 .3 38.2 11.6 24.9 100.0 ( 1,898) 

중학교 29.9 45.4 8.1 16.6 100.0 ( 4,746) 

고둥학교 27.7 58.2 5.1 9.0 100.0 ( 4,588) 

학년 x2~51 1.9*** 

초풍학교 5학년 25.1 37.3 11.9 25.6 100.0 ( 1,015) 

초동학교 6학년 25.6 39.1 11.2 24.0 100.0 ( 882) 

중학교 I학년 29.2 42.2 9.7 18.9 100.0 ( 1,552) 

중학교 2학년 31.1 44.1 7.8 17.0 100.0 ( 1,607) 

중학교 3학년 29.4 49.7 6.9 14.0 100.0 ( 1 ，58끼 

고등학교 1학년 26.1 57.9 5.5 10.5 100.0 ( 1,558) 

고등학교 2학년 29.0 57.9 4.9 8.2 100.0 ( 1,598) 

고등학교 3학년 28 .1 58.8 4.7 8.4 100.0 ( 1,431)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성평등 7찌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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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은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은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 

하여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년별로는 고학 

년일수록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아. 이성교제 경험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교제 중이라는 응답이 11.4%,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는 35.7%, 교제한 적이 없다는 52.9% 등으로 

절반 정도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19 참조). 지역별로는 

일정한 경향이 없고，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현재 교체중이라는 응답비 

율이 높았다. 

〈표 5-19> 학생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단위: %, 명) 

구분 
현재교제 과거교제 교제한적이 

계(명) 
중이다 현재 없다 없다 

전체 11.4 35.7 52.9 1%X2.O=8 (.I61,I49) 
지역 
대도시 11.3 35.6 53.1 100.0 ( 4,901) 
중소도시 11.4 36.7 51.9 100.0 ( 4,905) 
농촌 11.9 32.5 55.6 100.0 ( 1,343) 

성별 i=39.1*** 
남자 10.5 33.8 55.7 100.0 ( 5,792) 
여자 12.4 37.7 49.8 100.0 ( 5,347) 

학교급 x2=51 1.2*** 
:Ï:τ %쉰"f피ill 7.6 20.2 72.2 100,0 ( 1,878) 
중학교 9.1 36.0 55.0 100.0 ( 4,709) 
고등학교 15.5 41.8 42.7 X l2O=O56O6 (6* 4*，5*따) 

학년 
초동학교 5학년 7.0 191 73.9 100.0 ( 1,002) 
초등학교 6학년 8.2 21.4 70.4 100.0 ( 875) 
중학교 l학년 8.0 32.9 59.1 100.0 ( 1,539) 
중학교 2학년 8.6 36.9 54.5 100.0 ( 1,594) 
중학교 3학년 10.6 38.0 51.4 100.0 ( 1,576) 
고등학교 I학년 12.0 41.5 46.5 100.0 ( 1,548) 
고등학교 2학년 17.7 41.6 40.7 100.0 ( 1,590) 
고등학교 3학년 16.7 42.3 40.9 100.0 ( 1,424)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 자녀 · 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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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담당 교사7) 

1. 성교육 관련 수업실시 및 교육과정 이수 

담당교사가 현재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33.5%는 가 

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5%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 

교육 수업을 승F는 교사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낀 1%, 여자가 38.1%로 여교사에 

의한 성교육이 비교적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대표 5-20 참조). 

〈표 5-20> 교사의 특성 별 성교육 관련 수업 유무 
(단위%， 명) 

구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지 않는다 계(영) 
전체 33.5 66.5 100.0 (1,101) 
서。벼E i=14.4*** 

남자 27.1 72.9 100.0 ( 454) 

여자 38.1 61.9 100.0 ( 64이 
학교급 i=32.1*** 

초등학교 50.8 49.2 100.0 (191) 

중학교 31.7 68.3 100.0 (439) 

고동학교 28.2 71.8 100.0 (471) 
담당과목 i=221.5*** 
국어 10.0 90.0 100.0 ( 5이 

도덕 44.1 55.9 100.0 ( 152) 

사회 11.7 88.3 100.0 ( 31끼 
과학 38.2 61:8 100.0 ( 34) 
기술가정 64.5 35.5 100.0 ( 197) 
외국어(영어) 8.5 91.5 100.0 ( 4'끼 

기타 18.4 81.6 100.0 ( 114) 
초등학교 50.8 49.2 100.0 ( 173)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쩌관조사J ， 2006. 

7) 성교육에 관한 학교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교사조A는 학생조λF를 위하여 표본추 
출된 초중고 학급의 담임， 가정l기술， 도덕， 일반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 
국 대표 통계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용답교사의 일반 특성은 〈부표 2-4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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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50.8%)에서 성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고 중 

학교(3 1.7%)， 고등학교(28.2%)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성에 대한 개 

방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전국 중· 고등학교에 전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입시 등의 교육 여건 때문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이상 교사의 담당과목은 기술·가 

정 과목이 여.5%로 가장 높고， 도덕 44.1%, 과학 38.2% 둥이며， 초둥학교 교사 

의 경우 50.8%가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에 대하여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35.4%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4.6%는 이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5낀 참조). 

중학교 이상 교사의 담당과목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비율은 약 40%정도인 

반면， 초동학교 교사의 경우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 

접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성 가치관 정립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사료된다 

〈표 5-21)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5.4 64.6 100.0 (36끼 

지역 x2:O.8 

대도시 37.1 62.9 100.0 (17잉 
중소도시 32.9 67.1 100.0 (15잉 
농촌 37.8 62.2 100.0 ( 3끼 

학교급 l:I 1.0** 

초등학교 21.6 78.4 100.0 ( 9끼 
중학교 41.3 58.7 100.0 (138) 
고등학교 39.4 64.6 100.0 (132)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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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1.1%, 적절한 편이 

다 20.2%, 보통이다 46.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9%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2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과내용에 대 

한 개편이나 수업지도 방안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농촌지 

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8.6%포인트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는 응답비 

율 39.5%로 조금 높았다 담당교과별로는 기술· 가정， 과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 

는 교사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대표 5깅2 참조.). 

〈표 5-22) 교사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하지 전혀 적절하지 

계(명) 평균” 
않은편 않은편 

전체 1.1 20.2 46.3 30.5 1.9 100.0 (367) 2.88 
지역 x2=9.3 
대도시 1.2 13.9 50.9 32.4 1.7 100.0 (173) 2.80 
중소도시 1.3 26.3 41.0 29.5 1.9 100.0 (156) 2.96 
농촌 0.0 23.7 47 .4 26.3 2.6 100.0 ( 38) 2.92 

학교급 x2=20.4** 
초등학교 0.0 19.8 54.2 26.0 0.0 100.0 ( 9이 2.94 
중학교 0.7 28.8 38.8 29.5 2.2 100.0 (139) 2.96 

담고당교등과학2교) 2.3 11.4 48.5 34.8 3.0 100.0 (132) 2.75 

국어 0.0 0.0 60.0 40.0 0.0 100.0 ( 5) 2.60 
도덕 0.0 23.9 37.3 37.3 1.5 100.0 ( 6꺼 2.84 
사회 0.0 11.1 36.1 38.9 13.9 100.0 ( 3야 2.44 
과학 0.0 15.4 53.8 30.8 0.0 100.0 ( 13) 2.85 
기술·가정 1.6 23.6 46.5 28 .3 0.0 100.0 (127) 2.98 
외국어(영어) 0.0 0.0 50.0 50.0 0.0 100.0 ( 4) 2.50 
기타 4.8 14.3 52.4 23.8 4.8 100.0 ( 21) 2.90 
;f:%i닝하fji!← 1.1 20.7 52.9 25.3 0.0 100.0 ( 8꺼 2.98 

주: 1) 매우 적절하다=5， 적절한 편이다=4， 보통=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2，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1 

의 5점 척도에 의함. 

기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x2-test는 실시하지 않음‘ 
3)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조써，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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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 

하여 매우 적합하다 0.5%, 적합한 편이다 14.4%, 보통이다 41.4%, 적합하지 않 

은 편이다 39.0%,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4.6% 등으로 긍정적 인 응답은 

14.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도시나 농촌에 비해 다 

소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대20.1%)고 

응답하였다 담당 교과별로는 과학， 기술·가정 교과의 교사들은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끌기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사 

회， 도덕 교과의 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 

다(표 5-23 참조). 

〈표 5-23) 교사특성별 교고써 성교육 내용의 학습자의 수준·흥미에 대한 적합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적합 적합한편 보통 
적합하지 전혀 적합하지 

계(명) 평균1) 
않은편 않은편 

전체 0.5 14.4 41.4 39.0 4.6 10x020=4. (436끼 2.67 
지역 
대도시 0.6 12.1 39.9 42.8 4.6 100.0 (173) 2.61 
중소도시 0.6 17.3 42.3 35.9 3.8 100.0 (156) 2.75 
/농촌 0.0 13.2 44.7 34.2 7.9 100.0 ( 38) 2.63 
학교급 i=17.6* 

소:f:%허~.llL 0.0 14.6 51.0 33.3 1.0 100.0 ( 9이 2.79 
중학교 0.7 19.4 40.3 35.3 4.3 100.0 (139) 2.77 
.J!.%~피.llL 0.8 9.1 35.6 47.0 7.6 100.0 (132) 2.48 

담당교과2) 

국어 0.0 0.0 20.0 60.0 20.0 100.0 ( 잉 2.00 
도덕 0.0 11.9 38.8 44.8 4.5 100.0 (6끼 2.58 
사회 0.0 11.1 33.3 38.9 16.7 100.0 ( 3이 2.39 
과학 0.0 23 .1 69.2 7.7 0.0 100.0 ( 13) 3.15 
기술·가정 0.8 16.5 37.0 42.5 3.1 100.0 (127) 2.69 
외국어(영어) 0.0 0.0 25.0 75.0 0.0 100.0 ( 4) 2.25 
기타 4.8 9.5 38.1 38.1 9.5 100.0 ( 21) .2.62 
소;τ %~εf.llL 0.0 16.1 52.9 29.9 1.1 100:0 ( 8끼 2.84 

주: 1) <표 5-22>와 동일. 
깅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x2-test는 실시하지 않읍. 
3)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뼈년도 전국청소년 결혼자녀·성평퉁 가치관 조사'J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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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3.4%, 펼요한 편이다 23.6%, 보통이다 2.7% 등으로 교사 대부분이 학 

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표 5-24 참조) 

〈표 5-24>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필요 필요한편 보통 
필요하지 전혀 필요하지 

계(명) 평균1) 
않은편 않은면 

전체 73.4 23.6 2.7 0.3 100.0 (368) 4.70 
지역 

대도시 75.9 23.6 0.6 0.0 100.0 (174) 4.75 
중소도시 69.2 26.3 4.5 0.0 100.0 (15이 4.65 

농촌 78.9 13.2 5.3 2.6 100.0 ( 38) 4.66 
학교급 

초동학교 77.3 19.6 3.1 0.0 100.0 ( 97) 4.74 
중학교 71.2 25.2 2.9 0.7 100.0 (139) 4.66 
고퉁학교 72.7 25.0 2.3 0.0 100.0 (132) 4.70 
담당교과 

국어 때.0 60.0 0.0 0.0 100.0 ( 5) 4.때 

도덕 67.2 31.3 1.5 0.0 100.0 ( 6끼 4.66 
사회 69.4 22.2 5.6 2.8 100.0 ( 36) 4.56 
과학 53.8 38.5 7.7 0.0 100.0 ( 13) 4.46 
기술가정 75.6 22.0 2.4 0.0 100.0 (12끼 ,4.73 
외국어(영어) 75.0 25.0 0.0 0.0 100.0 ( 4) 4.75 
기타 85.7 14.3 0.0 0.0 100.0 ( 21) 4.86 
초동학교 78.4 18.2 3.4 0.0 100.0 ( 88) 4.75 

주: 1) 매우 필요하다=5， 필요한 편이다=4， 보통이다=3， 필요하지 않다=2， 전혀 필요하지 않다=1의 5점 척 

도에 의함. 
2)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x2•없는 실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찌관조사J ， 2뼈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할 때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의 순이었대표 5-25 

참조) 이는 성교육 자료의 질적 · 양적 부족이나 활용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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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현장의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양혜경， 1996; 정금 

희， 199에와도 일치송F는 결과이다. 또한 정금희 외Q뼈)가 초·중고등학교 양 

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수 성교육 자료 추천시 구입하겠는가’ 

는 질문에 8 1.0%가 구입 의가가 있다고 밝혀 현장에서의 자료 부족과 교사들 

의 적극적인 성교육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교육 내용 또는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분석 

교사의 특성 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수업 시 애로 사항 

(단위: %, 명) 
〈표 5-25) 

계(명) 

100.0 (368) 
i=3.2 

100.0 (174) 
100.0 (156) 
100.0 ( 38) 
x2=35.4*** 

100.0 ( 9끼 
100.0 (139) 
100.0 (132) 

없음 모르겠다 기타 
수업방법 
모름 

17.4 
째
 
써
-
M
 

보조자료 
브조 ’ .., 
35.3 

뼈
뼈
 
챈
-
찌
 

2.7 

% 
%“ 

η
ω
 1
」‘‘… 

。
‘
‘

’j 
4-aU 

m 
% 
% 

”“ 

“
껴
 
”” 

% 
m 
M 

10.3 

13.7 
14.4 

35.1 
때.3 

30.3 

14.4 

21.6 
35.6 

구분 

전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학교급 

초동학교 

중학교 
고동학교 

1.4 

IJ 

n3 

n
ι
 

I 
l 
o 

5.4 

R
μ
 
M 

η“
 

16.7 

18.6 
15.8 

A 
3 
2

’ 

M 
n 
n 

34.5 

34.6 
42.1 

25.3 

24.4 

23.7 

주: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21뼈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동 자l관 조;.h ， 2006. 

제 3 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대 이상으로 98%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 성교육의 양적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학교 성교육 이외 학생들이 성관련 정보습득 경로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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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43.5%) 및 친구/선후배(22.2%)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선후배(33.1 %), 

부맙친인척(2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방 

법으로 친귀선배와 상담하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성관련 정 

보제공을 위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성 정보제공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 

분의 교사{99.7%)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 

사 중 66.4%가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은 성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76.8%가 성교육 내용이 올 

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성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 

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35.3%)， 성교육 내용의 진부(24.7%)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문제 예방 및 

해결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 혼전임신에 대한 태도에서 낳아야 한 

다가 28.2%, 기를 수 있는 경우 낳겠다는 응답이 49.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 

OECD 국가와 같이 동거나 혼외 출생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수용이 어려운 환 

경에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강화되 

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와 같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을 탈피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요청된다. 



제 6장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제 1 절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1. 성교육의 의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이 

며，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지도 또는 대 

책이다. 인간의 성은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섬리적， 사회적 나아가 도덕적 

측면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 

적 구조나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 

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은 건전한 남녀관계를 위하여 남녀가 제 

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이성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교육은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 그리고 지(知1) ， 덕 

(德， 체(體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국한되어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성교육에 관한 슬라이드·따R 

등 각종 시청각 자료가 개발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발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며， 사회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뒤떨어지지 않는 인격완성을 위한 성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교육인 동시에 남녀가 원만하게 성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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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 의사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학교 성교육의 기본목표 

향후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신 

체의 안전을 도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 

금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생활습관올 길러 주는 것이 성교육의 초 

석이 된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 

관의 체득은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친척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한편， 가정 밖에서는 친구， 이웃 등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 유지 

하면서 행복한 집단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 습관을 배양한다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남녀의 생리적 구조 

와 기능， 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역할， 남녀 간의 평둥， 신뢰， 존경， 협력에 입각 

한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고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이미 형성된 기본 생활습관과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성윤리를 형성하게 하 

는것이다. 

이와 같은 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목표는 첫째， 현실적이고 올바 

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이 봄과 멜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다 

면 몸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성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때로 청소년들 

은 과학적 성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고민과 갈둥을 하게 되며 신체 

의 변화에 대해 흔히 당황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을 제거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동 

시에 왜곡된 성지식을 교정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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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춘기 옴의 변화， 성기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성문제를 예방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성문제 

에는 성폭력， 성병， 에이ξ 미혼 부모， 매매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성문제가 

모두 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이나 성병은 보 

다 실제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미혼 부모 문제나 매매춘 문제는 인간관계 

교육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성교육에서 성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 

구하고 그 동안의 성교육은 주로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성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할 있는 힘을 기 

르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10대 임신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 

고 실제적이며 사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건전한 성가치관， 성윤리 의식의 성숙을 위한 교육이 마 

련되어야 한다. 

셋째，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운다. 성적 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 

의 성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 

적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을 통하여 청 

소년들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또래집단의 압력에 밀려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부 

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행위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함과 당당함을 주는 의사결 

정을 내리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둥 대중매체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많아짐에 따라 사춘기에 있는 학 

생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똑 

같은 성 장면을 보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 

이라는 점에서 어른보다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적 욕구를 통제하거나 

건전한 방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왜곡된 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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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더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이 음란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음란물을 접촉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직시하여 음란물의 사회적 의미와 

상업성 등에 대해 다루고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접촉 소감이나 영향을 논의하 

게 하여 유해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비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평등 교육은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작용 

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부분과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교육은 남성다움과 여성디-움을 가진 남녀 사이에 의사소통 

의 다리를 놓는 교육으로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섯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운다 여성과 남성의 성적관계를 다룰 때 제 

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랑의 열매이며 가정을 완성하고 인 

류를 유지 발전시켜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은 

매우 자연스럽고 신비롭다 그런데 우리의 성문화는 생명의 관점은 빠지고 성 

하면 유방， 성기， 섹시함 등이 먼저 연상되는 성기 중심적인 성문화가 근간을 

이룬다. 성을 성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감 

춰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성교육을 실시할 때 잘 

못된 성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일곱째，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한다. 성이란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인간 

의 성에는 성적인 지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기나 성호르몬의 생리적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 

지 않는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 가능성과 한계를 조건 지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위 

한 성교육은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는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에 있어 

각각 남녀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 교육은 성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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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거나 성도덕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 및 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3. 학년벌 성교육 목표 

가.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실시되며，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 

도록 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자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2) 부모， 형제， 친 

척과의 혈연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생활태도를 배운다.@ 자신 

이 소중한 만큼 주변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남녀의 신체 

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녀 역할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한다 @ 신체발달 

에 따른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나. 중학교 

중학생 시기는 신체의 성장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고，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개인 

차도 현격하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지적 발달의 성숙과 원만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신체발달에 대한 남녀 간과 개인 차이를 알게 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바 

르게 이해시킨다 (2) 2차 성정의 발현에 따른 성적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시키 

고， 이를 승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준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 순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 윤리관을 갖도록 한다.(5) 남녀 각각의 성에 적절 

한 행동과 역할을 인식시킨다 @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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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시킨다. 

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기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준비기간으로 신체적， 정신 

적 성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건전한 심신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하고，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도모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 

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이해시킨 

다.(2) 성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성윤리 의식을 고취시킨다.@ 이성에 

대한 관심， 사랑의 의미， 성생활， 피임 등을 이해시킨다.@ 결혼이 갖는 의미 

와 가족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 새로운 생명체 탄생으로서의 임신의 중요성， 

과정， 분만 및 육아 방법을 이해시킨다.@ 가족계획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제 2절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1. 성교육 내용 

첫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 내용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매우 많은 시기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생 

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교 

육이 필요하다. 

둘째，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춘기의 성호르몬의 변화는 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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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성적인 욕망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 

대되는 성적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 

된 사회적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이 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없애주고 건전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이가 자신의 성적인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 

넷째，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가르친다. 성 

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 

육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즉， 각자의 신체는 각자 

의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내 붐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상생활 

에서 자신의 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2. 성교육 운영 방법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교육은 이론적이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방 

법으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학 

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성 고민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우선 수업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교육 시간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규모 집단의 대화와 토론 및 논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각 학생들의 의식， 윤리， 도덕의 문제는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 

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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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 보다는 실제 경험사례가 많이 인용되어야 한다. 

성교육 담당자로는 주로 기술가정과 교λL 보건교새 체육교사 등이며 현재 대 

부분의 교사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 

하다. 성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성교육은 그 효과를 기 

대하기 힘들다 성교육은 특정 교사에 국한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청 

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펼요하다. 

제 3절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학 

교， 보건소，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 이용기관， 민간단체 등이다. 이들 기관 간 

에 효율적인 연계가 구축될 때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사회의 성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성은 단순히 개별 기관들이 효과성을 

합한 것 이상의 조직간 연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효과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개별 기관들에 의하여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성교육 관련 사업 

을 운영하게 되면 수요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파편화된 욕구를 

확대 재생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갖는 장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나열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교육을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간의 연계방식 

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 내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지역사회 성교육의 연계방안을 I그램 6-1]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 

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시된 방안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청소년 성 

교육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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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연계모형 

가. 지역사회 연계 기본방향 

지역사회 연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 대상은 지역사회 전 

체 청소년이며， 여기에는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 학 

생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청소년， 비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 그리고 청소년 성 

교육에 있어 지역사회내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부모， 주민들도 대상에 포 

함된다. 청소년 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특 

성 및 위해환경 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연계의 주체는 보건소이며， 지역사회 내 모든 가용자원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 

이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는 지역사회내 관련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 

의 서비스 제공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청소년 성건강과 관련된 지역 

사회 자원으로는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 대학， 학부모， 경찰서(파출소)， 

노동부(지방노통담당기관)， 시 · 군· 구 사회복지과， 인구보건복지협회(지부)， 

YMCA, YWCA, 청소년 종합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동 

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및 농촌 등에서 

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인접 지역의 이용 가능한 자원까 

지도 지역사회 자원연계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성교육 관련 서비스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어야 하고， 이들 

서비스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속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는 크게 사전예방적 교육상담서비스와 사후치료적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사전예방적 서비스에는 성교육， 성상담， 홍보， 정보 

및 지식 제공 등이며， 사후치료적 서비스로는 성상담， 응급피임， 산전·산후 및 

출산 보호， 인공임신중절 시술， 성병 치료， 일시보호， 재활교육， 사후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건소는 가급적 이용 가능한 자원과 협조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가 이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체제를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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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특히 투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물적 자원으로는 성교육 책자， 자료， 영상물， 인체모 

형， 피임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인적 자원으로는 생리적·심리적·사 

회적으로 성정체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 

서 자체 상담요원(특히 보건소)의 전문적 성교육훈련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성교육 전문인력 풀을 활용토록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상담을 위한 관련기관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담자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상당비밀 유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청소년은 

성변화 또는 성문제 발생 상황에 수치심을 가지거나 개인적인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상담 자체에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따라서 부담감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상담내 

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에게조차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 

야한다. 

나. 기능과 역할 

1)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민간 및 공공 

기관간의 청소년 성교육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젊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관련된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그 동안 보건교육， 모자보건， 건강증진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보건소에서는 학교 및 청소년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등에 성교육 

과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나 상담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미국의 다X경우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범주에 청소년 성교육을 포함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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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학교 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민간단체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인데， 협회에 

서는 민간인대상 성교육과 함께 전문 성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상담센 

터에서는 전문 상담원 및 상담실을 두어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각 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어 성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영역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회 및 지회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활동 

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교육부， 대학과 연계하여 성교육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 

여 각 보건소에 보급하고， 보건소는 이를 각 연계그룹에 배포토록 한다. 그리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축적하거나 각 지역 보건소에서 처리된 성상담 관련 통계， 

실제사례 동 자료를 생산하여 보건소에 보급토록 하고， 성상담에 필요한 심리 

적， 사회적 측면의 상담기술을 대학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여 보급토록 한다. 또 

한 성교육 전문강사인력 풀을 구성하여 지역 보건소의 성교육강사 파견 요구시 

공급하도록한다. 

3) 학교및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교육에 필요한 보건교육자 

료는 보건소로부터 대여 받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체육교사를 중 

심으로 성상담 교사를 지정하여 1차적인 성 상담을 담당하고， 2차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연계하며，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성상담이 필 

요할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도록 한다 

한편 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는 자녀인 청 

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세대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녀의 궁금증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 

려워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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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생리적 성에만 머물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성교육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개방적 성환경과 성위해요인의 범람을 인식하고 성교육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소로부터 성교육을 받고 배포된 교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자녀의 성장과정 전반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 

습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협의회를 통해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퇴폐유흥업소의 퇴치 등 성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제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4) 청소년 이용기관 

현재 청소년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둥은 일차적인 성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성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일차적인 성 상담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는 보건소의 의뢰하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 센터에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미혼모등 중대한 성문제 또는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한 상 

담이 의뢰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나 경찰과 연결하여 해결토록 하거나 정보 

를 제공한다 단， 유의할 것은 동의없이 상담청소년의 신변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기타 기관 

학교와 연계하거나 학교와 별도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성과 관련된 고민을 

상담해주며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및 미혼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성문 

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오래전부터 

동장하기 시작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나 건강한 성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에서 성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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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전문 성 클라닉의 운영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접근성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미혼， 특히 10 

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금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성문제들 

을 기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 

거나 무허가 불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성관련 고민의 해결방법으로 ‘친구/선배’를 통 

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을 중심 

으로 하는 클리닉， 서비스센터가 부재한 현실과도 연결된다. 우리사회도 ‘청소 

년전문 성 클리닉’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국가에서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하는 방안은 청소년들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과 서비스를 꺼려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문제 

해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은 청소년 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띠) 사이버 성상담 지원 강화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10대 -20대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 제공기 

관의 이용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고졸 이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특히 청소년 성상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의 「청소년 성상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이버를 통 

한 성상담과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홍보·교육 등 

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모색되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는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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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상담， 각종 성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성건강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6-1] 

학 교 

- 성교육 및 
1차상담 

지역사회의 성교육 사업의 연계방안 

민간의료기관 

임상검사 

치료 

객짧꿇 
의뢰 | 보 건소 

_ /'10 1;;:"':단위 청소년사업 

-''..'상찮짧육자료 
- 심，/dτ인 및 저출산 

결과보고 /r' L 대책등과연계 추진 

\/ ‘/ 전문상담 전 

인구보건복지협혀\ - 의뢰 

-성상담및건 
강에 관한 홈 
페이지운영 



제 7장 결론 

제6채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중 성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활 

동을 통해 지도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2뼈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성교육 지침 및 자료의 보급과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법적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하여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법체제의 구축， 성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으나， 우리나 

리는 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 l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 

용은 결혼，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형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대부분의 시책 내용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가치관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들의 성교육 내용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 

시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양적 제공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을 담딩하고 있는 교샌써l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교 

λ}가 인정하고 있으나，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성교육 내용이 올 

1:11른 성가괜을 형성동F는데 크게 도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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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국의 여건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추진 방식이 상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 

하여 실시하고 있고， 미국 질병예방관리본부{α)디가 주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째부를 통 

한 성교육 이외에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단 

위 보건소， 학교， 가정이 삼위일체가 된 성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 

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인구교육과 성 

교육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 

에 통합형태의 인구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 

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풀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 

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및 성교육은 교사나 부모의 언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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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 

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으 

므로 자료 내용에 관한 검증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 

센터(가칭)J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 

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소는 청소년에 대한 성보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성교육이 보건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성교육 관련 강연회， 세미나， 성평등에 관한 연극 등 다 

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의 내용(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에는 성교육과 관련된 세부실천계 

획의 보완과 더불어 학교， 보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 

게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앙 

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성교육은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모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 

로그램은 상기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J 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동 센터에 

서는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강사 양성교육만을 전담하고 지역단위의 강 

사진이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훈련사업의 

강사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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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계하여 나타나 

는 불임부부의 증7t，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 

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20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 

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 

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효 

율적인 인구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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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7 

〔부록 1) 표본설계 개요 

1. 모집단 

학교급별 모집단 수는 초등학교 6，206개교， 중학교 2，995개교， 인문계 고등학 

교 1 ，383개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7387~교이대부표 1-1 참조) 

〈부표 1-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단위: 학교) 

학교급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2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12005년 교육통계연보.J]， 2oo5. 

2. 표본추출 방법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 

년， 이름， 성，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 

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 

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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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배정하였다. 

표본 학교 추출은 학교를 특성(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과 지역(시군구)에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 

하였대부표 1-3 참조). 추출된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 

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부표 1-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학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고등학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고등학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1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부표 1-3) 지역별 표본 학교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4 12 5 31 
중학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고등학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고등학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3.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O，6907~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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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 

정되었다{부표 1-4 참조) 

로
 「

닙
 
T 
· 

(단위: 천명， 개， %) 

표본 학급수 · 학생수(추정) 
표본학급수 

(학년당 
1학급) 

62 
141 
162 
365 

표본학생수 

(학급당 평균 35명 기쥔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1.6% 
표본학교 

(개) 

모집단 

학교수 
(개) 

모집단 

학생수 

(천명，%) 

〈부표 1-4) 

부
 
} 구

 

2,170 
4,935 
5,670 

12,775 

31 
47 
54 

132 

5,642 
2,935 
2,113 

10,690 

1,380(26.8) 
2，010(39.이 

1,763(34.2) 
5,153(100) 

초(5-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 

계 

4. 모집단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기지의 정보를 활용한 사후층화 과정을 거친다. 본 조사는 어떤 특성 Y를 갖 

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층화추출로 조사되었음으로 7}-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때)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학생 

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n u ( 

@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따 A, 
~V.Lhi 김r 륙; 

이 공식에서 

따~i 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170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 , 12 

't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η = 표본학급수 

A=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조사완료학생수 

@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 

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R = Fεp 따i륙ij (2) 

@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우!우 륙ij (3) 

@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하였다. 

따따i (확) 
4간LZ 

띠
 υ 

/ , , ‘ 
、

@ 공식 (씨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 

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Y =F $ P I7%i ILgj (5)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층 h에서의 추정치 좌 의 분산은 



171 

(6) 

로
 「

부
 
’ 

Var( 긴 ) = 힌 댐 (짧 nhL)폈 

nhi (ε νhij )2 

여기서 sgi =짚난(짧j- ? 

@ 표본오차 SE( 감 ) = [Var ( 다 )p껴 (7) 

(8) 
~， s.E( 낀) 

@ 상대표본오차 RSE( 다 ) = f? “ . 100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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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교육내용 및 성교육 학습률 

(단위: %, 명) 

렐F
 

님 :SL 
，.파-〔부록 2) 

〈부표 2-1) 

젝
 공 산
-
A
 

댐
인
 
유
-
앙
 

이성교제l 
성관계l 
혼전순결 

68.2 

생식기 
구죄 
이차성정 

87.4 

(대상 
x까) 

성교육 
학습률 

기타 성병/ 
에이즈 

임샌 
출산 

피임 
방법 

(11,244) 

( 1,881) 
( 2， 1때) 

( 7;1.22) 

( 5,250) 
( 5,894) 

98.9 
97.8 

6.9 
10.3 

59.0 
46.9 

29.2 
22.2 

78.9 
70.7 

64.7 
49.6 

75.8 
61.7 

90.0 
85.4 

구분 

전체 

학교특성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이성교제 경험 

있음 
없음 

98 .3 

m% 

mX 

찌
 

8.8 

8.4 
3.3 

10.5 

52.5 

69.5 
58.8 
46.3 

m껑
 섬
찌
 
찌
 

74.5 

·j 

j 

2 

% 
% 
% 

56.6 

73.9 
70.6 
47.9 

m 

m씨
 없
 

M… 

…% 

m%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부표 2~2) 

(단위%， 명) 
}
-
이
 }

혐
 덮
 된
-
때
 

뼈
께
 
댐
 
뺨
-
%
 

평균1) 계(명) 
별로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되지않는다 

보통이 

다 

3.16 

3.11 
3. 14 
3.17 

3.18 
3.13 

100.0 ( 5,169) 
100.0 ( 5,733) 

9.0 
8.0 

15.8 
14.5 

34.1 

42.2 
29.9 
26.6 

11.2 
8.7 

구분 

전체 

학교특성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이성교제 경험 

있음 
없음 

100.0 (10,995’ 
100.0 ( 1,863) 
100.0 (2,125) 
100.0 ( 7,007) 

8.5 

m 

n
ω
 
없
 

15.1 

15.7 
17.6 
14.2 

38.4 

33.4 
37.8 
39.9 

?.} 

1

」
nu 

% 
% 

낀
 

% 

재
 m씨
 

주: 1) 매우 도웅이 된다=5， ~간 도움이 된마4， 보통이파3， 별로 도웅아 되지 않는디=2， 전혀 도움되지 않는마l 
의 5점 척도에 의함.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도웅이 되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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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도짧찮다 도월i많다 보통이다 뽑훌뿔 짧1뚫돼 계(명) 평균” 

전체 9‘9 28.1 38.4 15.1 8.5 100.0 (1α973) 3.16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9.8 28 .1 38.4 15.2 8.4 100.0 (10，52잉 3.16 

아버지만생존 13.0 32.1 36.6 10.7 7.6 100.0 ( 131) 3.34 
어머니만생존 8.5 25.7 40.1 15.8 9.9 100.0 ( 28씨 3.07 

모두사망 19.4 19.4 27.8 13.9 19.4 100.0 ( 3이 3.여 

부모의 결혼상태 

정상 9.7 28.0 38.5 15.4 8.5 100.0 ( 959) 3. 15 

이흰별거 10.8 29.8 38.3 12.9 8.1 100.0 ( 9,513) 3:22 
부의 학력2) 

중학교이하 12.1 30.5 38‘l 13.0 6.2 100.0 ( 1,012) 3.29 
고퉁학교 9.5 29.6 36.7 15.8 8.5 100.0 ( 4,318) 3.16 

대학교이상 9.3 27.9 37.2 16.9 8.8 100.0 ( 3,705) 3.12 
모르겠다 10.8 23.3 46.1 10.9 8.9 100.0 ( 1,590) 3.16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10.6 29.7 36.8 15.1 7.8 100.0 ( 1 ， 18끼 3.20 
고등학교 9.6 29.0 37.7 15.8 8.0 100.0 ( 5,399) 3.17 
대학교이상 9.7 28 .5 36.7 16.0 9.2 100.0 ( 2,489) 3.14 
모르겠다 9.7 23.3 44.9 12.5 9.7 100.0 ( 1 ，67끼 3.11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12.4 28.8 37.9 12.9 7.9 100.0 ( 4,260) 3.25 

좋은편 8.7 29.0 39.3 15.9 7.1 100.0 ( 4，22까 3.16 

보통 6.9 26.4 38.6 17.7 10.4 100.0 ( 1,809) 3.02 

나쁜편 10.8 28.3 30.7 17.9 12.3 100.0 ( 212) 3.08 

매우나쁜편 4.8 28.6 26.2 9.5 31.0 100.0 ( 42) 2.66 
모르겠다 5.7 17.9 39.0 21.1 16.4 100.0 ( 318) 2.75 

부모 취업상태 

두분모두취업 10.0 28.3 38.6 14.6 8.5 100.0 ( 6,832) 3. 17 
아버지만취업 9.5 28.5 37.6 16.1 8.4 100.0 ( 3,302) 3. 15 
어머니만취업 10.1 27.0 39.3 14.7 8.9 100.0 ( 4%) 3. 15 
두분모두 비취업 9.0 21.7 43.4 18.0 7.9 100.0 ( 26끼 3.06 

학생의 주양육자 

어머니·아버지 9.8 27.9 39.1 14.9 8.3 100.0 ( 8,033) 3. 16 
어머니 8.7 29.0 36.8 16.3 9.2 100.0 ( 1,532) 3.12 
아버지 14.4 26.2 35.8 16.6 7.0 100.0 ( .18끼 ‘ 3.25 

친(외)할머니 10.7 28.9 36.7 15.0 8.7 100.0 ( 1，(뼈) 3. 18 

친(외)할아버지 11.1 31.1 33.3 13.3 11.1 100.0 ( 45) 3.17 

기타 12.6 26.8 33.2 15.8 11.6 100.0 ( 190) 3. 14 

주 1) <부표 2깅〉와 동일‘ 

기 아버지가 안 계신 351명은 제외함 

3) 어머니가 안 계신 193명은 제외함‘ 



브，로 --, 175 

〈부표 2-4) 학교 성교육 수업내용별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도웅이 햄 도웅이보통이다 별로 도웅이 전혀 도웅이 
된다 된다 되지않는다 되지않는다 

계(명) 

전체 9.8 28 .1 38.4 15.1 8.5 100.0 (띠99이 

교육내용 

생식기 구죄 이차성정 10.2 29.3 37.6 15.1 7.9 100.0 ( 9,794) 

i이성교제l성관계l혼전순결 11.4 31.1 37.0 13.4 7.1 100.0 ( 7,648) 
피임방법 10.9 31.2 35.9 14.8 7.2 100.0 ( 6,347) 

임신l출산 10.7 29.7 37.1 14.8 7.7 100.0 ( 8,351) 

미혼맙인공유산 14.4 32.0 33.3 13.4 6.8 100.0 ( 2,852) 

성병l에이즈 11.6 31.0 35.7 14.0 7.7 100.0 ( 5,893) 

기타 13.2 22.7 41.2 12.9 10.1 100.1 ( 971) 

〈부표 2-5) 학교 성교육 내용 및 수업여부별 평균 성교육 도움 정도1) 

(단위%， 명) 

구분 (대상짜) 평균 표준면차 F값 유의도 

전체 (10，99이 3.16 
생식기 구죄 이차성정 

수업 경험 있다 ( 9,794) 3.19 1.06 
74.30 O.αm 

수업 경험 없다 ( 1,202) 2.91 1.08 
이 성교제/성관계l혼전순결 
수업 경험 있다 ( 7，64끼 3.26 1.06 

247.95 O.αm 
수업 경험 없다 ( 3,349) 2.92 1.06 

피임방법 

수업 경험 있다 ( 6,348) 3.24 1.06 
86.72 O.αm 

수업 경험 없다 ( 4,648) 3.05 1.07 

임신/출산 

수업 경험 있다 ( 8，35이 3.21 1.07 
85.53 ααm 

수업 경험 없다 ( 2，64이 2.99 1.06 
미혼외인공유산 

수업 경험 있다 ( 2,851) 3.34 1.09 
110.56 O.αm 

수업 경험 없다 ( 8,145) 3.09 1.05 

성병l에이즈 

수업 경험 있다 ( 5,893) 3.25 1.08 
95.29 O.α)() 

수업 경험 없다 ( 5103) 3.05 1.05 

기타교육 
수업 경험 있다 ( 971) 3.16 1.12 

0.02 0.896 
수업 경험 없다 (10,025) 3.16 1.06 

주: 1) <부표 2깅〉와 동일. 



176 

(단위: %, 명) 
성정보 습득방법별 학교 성교육 도움 정도 〈부표 2-6) 

평균11 계(영) 
전혀도움이 

되지않는다 

8.5 

별로도움이 
보통이다 

되지않는다 

15.1 

뻗f 도응이 
된다 

28 .1 

매우도움이 
된다 

9.9 100.0 (10,988) 3. 16 

100.0 (1,189) 3.54 

100.0 ( 12끼 3.58 
100.0 (2，24야 3. 13 

100.0 ( 17끼 3.32 
100.0 (2;34이 3.07 

100.0 (1,022) 3.35 

100.0 ( 194) 3.25 

100.0 ( 171) 3.34 4.7 14.6 38.0 28.1 14.6 

100.0 ( 675) 3.17 
100.0 (2，8때1) 2.97 

5.8 

9.5 

11.6 

16.9 

49.9 

46.5 
24.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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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단위: %, 명) 
〈부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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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농법 
(단위: %, 명) 

부외 형제 친구l 
사회 

구분 친인척 자매 선후배 비디오 인터넷 TV 잡지 종교 기타 계(명) 
만화 단체 

전체 14.7 1.6 27.4 2.2 28.9 12.5 2.4 2.1 8.3 100.0 ( 8,254)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14.8 1.5 27.3 2.2 28.8 12.6 2.3 2.1 8.4 100.0 ( 7,902) 

아버지만생존 10.1 4.5 24.7 4.5 28.1 16.9 0.0 2.2 9.0 100.0 ( 89) 

어머니만생존 11.1 1.3 29.8 1.8 34.2 11.1 3. 1 1.3 6.2 100.0 ( 225) 

모두사망 16.0 0.0 16.0 0.0 24.0 0.0 20.0 8.0 16.0 100.0 ( 25)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10.5 1.5 31 .2 2.3 27.8 14.7 1.8 2.9 7.4 100.0 ( 789) 

고둥학교 12.2 1.6 30.0 2.2 30.6 13.2 1.9 2.1 6.3 100.0 ( 3,338) 

대학교이상 16.6 1.7 25.8 2.3 29.9 11.4 2.6 1.7 7.9 100.0 ( 2,833) 

모르겠다 21.3 1.3 19.8 2.0 20.0 12.6 3.4 2.6 17.1 100.0 ( 1,017)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9.5 1.6 30.8 1.9 28.5 16‘4 2.4 2.6 6.4 100.0 ( 941) 

고풍학교 13.3 1.4 29.6 2.1 30.1 12.8 1.9 2.1 6.7 100.0 ( 4，18끼 

대학교이상 17.7 1.8 24.6 2.6 29.5 10.5 3.0 2.2 8.1 100.0 ( 1,898) 

모르겠다 19.9 1.6 20.9 1.8 23.1 11.7 2.7 1.7 16.5 100.0 ( 1，뼈)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펀 22.1 1.7 25.0 1.8 23.9 12.2 2.3 2.4 8.6 100.0 ( 3,062) 

좋은편 11.1 1.5 28.9 2.5 30.8 12.8 2.6 1.7 8.1 100.0 ( 3,239) 

보통 8.8 1.2 28.6 2.5 34.0 13.3 1.7 1.8 8.2 100.0 ( 1,422) 

나쁜편 6.9 1.7 29.5 1.7 37.6 8.1 2.3 4.6 7.5 100.0 ( 173) 

매우나쁜면 10.3 7.7 20.5 0.0 35.9 15.4 0.0 0.0 10.3 100.0 ( 39) 

모르겠다 8.7 2.2 31.7 0.9 29.6 12.2 3.9 3.0 7.8 100.0 ( 23이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3.6 1.6 28 .1 2.2 28.9 13.0 2.3 1.9 8.6 100.0 ( 5,107) 

아버지만 취업 17.5 1.7 25.6 2.1 28.3 11.9 2.5 2.5 8.0 100.0 ( 2,481) 

어머니만 취업 10.8 1.5 28.8 2.3 32.8 12.3 2.5 2.5 6.5 100.0 ( 399) 

두분모두비취업 139 1.0 27.9 4.5 31.8 10.9 1.0 2.0 7.0 100.0 ( 201) 

학생의 주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5.7 1.5 27.2 2.2 28.1 12.3 2.4 2.1 8.4 100.0 ( 6,015) 

어머니 12.7 1.6 27.3 2.0 30.9 13.2 2.0 2.1 8.3 100.0 ( 1,154) 

아버지 9.4 3.9 27.3 0.0 22.7 21.9 0.8 3.1 10.9 100.0 ( 128) 

친(외)할머니 11.6 1.3 28.6 2.3 31.3 13.6 2.7 2.1 6.5 100.0 ( π% 

친(외)할아버지 6.1 3.0 30.3 6.1 39.4 30. 3.0 3.0 6.1 100.0 ( 33) 

기타 11.9 3.5 24.5 3.5 32.2 7.0 2.8 2.8 11.9 100.0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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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학생의 특성별 성관련 고민 여부 및 해결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형제l 선생님 사 。담전 친구l 성교육 인터넷 혼자 기타 해결 
상당 자매 문가 선배 관련 책 K 해결 못함 

계(명) 

전체 21.8 3.0 1.3 2.2 32.8 1.9 10.6 18.2 5.0 3.2 100.0 (5,'Xl4) 
학교특성 

남학교 6.6 1.2 0.7 1.8 327 1.6 17.6 27.7 5.4 4.6 100.0 ( 1,033) 

여학교 23.1 4.7 0.8 1.1 41.8 1.0 8.9 13.3 1.7 3.5 100.0 (1ρ88) 

남녀공학 25.6 3.0 1.7 2.7 30.3 2.2 9.1 16.9 5.9 2.7 100.0 ( 3,785) 

형제자매수 

l명 20.1 2.1 0.9 2.5 32.7 2.4 10.9 19.5 5.6 3.2 100.0 ( 750) 

2명 21.8 2.5 1.5 2.2 33.0 1.8 11.1 17.9 5.0 3.3 100.0 ( 3,709) 

3명 이상 22.8 4.7 1.2 2.2 32.3 2.0 9.0 18‘l 4.9 2.9 100.0 ( 1,4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편 36.7 3.1 2.3 4.7 24.2 1.6 6.3 11.7 7.8 1.6 100.0 ( 128) 

잘사는연 32.7 3.4 1.9 1.8 25.6 2.6 9.8 14.5 5.4 2.3 100.0 ( 784) 

보통 21.5 29 1.2 22 34.3 1.8 10.3 18.1 4.7 3.0 100.0 ( 3,732) 

못사는편 13.9 2.3 0.9 2.3 35.7 1.4 12.2 22.0 4.7 4.7 100.0 ( %1) 

매우 옷 사는 편 11.3 5.2 0.0 2.1 27.8 5.2 14.4 22.7 5.2 6.2 100.0 ( 97) 

모르겠다 18.8 4.1 2.5 3.6 26.9 2.5 11.2 16.8 10.7 3.0 100.0 ( 197) 

이성교제 경험 

있음 16.0 3.0 1.1 2.1 43.5 1.7 10.2 15.8 3.6 2.9 100.0 ( 3,141) 

없음 28.5 2.8 1.5 2.5 20.7 2.1 11.0 20.8 6.5 3.5 100,0 (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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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성관련 고민 여부 및 해결 방법 

(단위: %, 명)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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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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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학생의 특성별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잘안다 아는편이다 모르는편이다 전혀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92) 2.52 

학교특성 

남학교 17.6 59.1 17.0 6‘3 100.0 ( 1,878) 2.88 

여학교 6.9 60.7 24.2 8.2 100.0 ( 2,139) 266 

남녀공학 9.0 42.5 25.8 22.8 100.0 ( 7,176) 2.38 

형제자매수 

1명 11.0 48.6 23.8 16.7 100.0 ( 1,405) 2.54 

2명 10.4 48.8 23.5 17.3 100.0 ( 7,099) 2.52 

3명 이상 8.4 48.7 25.6 17.3 100.0 ( 2，65까 2.4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편 18.2 26.6 24.3 30.8 100.0 ( 214) 2.32 

잘사는편 10.7 43.0 24.2 22.0 100.0 ( 1,526) 2.42 

보통 9.1 50.4 24.4 16.0 100.0 ( 7,192) 2.53 

못사는연 11.4 53.8 21.7 13.1 100.0 ( 1,651) 2.64 

매우 옷사는편 20.7 42.1 18.3 18.9 100.0 ( 164) 2.65 

모르겠다 8.8 36.0 26.2 29.0 100.0 ( 431) 2.24 

이성교제 경험 

있음 13.6 53.8 21.2 11.5 100.0 ( 5,236) 2.69 

없음 6.9 44.4 26.3 22.3 100.0 ( 5，8쩌 2.36 

주: 1) 매우 잘 안다=4， 아는 연=3， 모르는 편=2， 전혀 모른다=1의 4점 척도에 의함 접수가 높을수록 잘 아는 편입. 

〈부표 2-12) 학생의 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잘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66) 2.26 

학교특성 

남학교 11.2 35.5 33.6 19.7 100.0 ( 1,872) 2.38 

여학교 7.8 42.8 32.0 17.4 100.0 ( 2,135) 241 

남녀공학 8.5 30.7 31.5 29.3 100.0 ( 7,159) 2.18 

형제자매 수 

1명 8.8 32.3 35.1 23.8 100.0 ( 1,404) 2.26 

2명 9.3 34.3 30.9 25.6 100.0 (7,081) 2.27 

3명 이상 7.5 33.5 33.1 25.9 100.0 ( 2,653) 2.22 

가구경제상태 

매우잘사는편 17.3 25.2 23.4 34.1 100.0 ( 214) 2.25 

잘사는편 10.4 31.1 29.1 29.4 100.0 ( 1,522) 2.23 

보통 8.0 34.6 33.3 24.1 100.0 ( 7,178) 2.26 

못사는편 9.9 37.6 28.2 24.3 100.0 ( 1,648) 2.33 

매우못사는편 14.2 27.2 32.1 26.5 100.0 ( 162) 2.29 

모르겠다 6.8 22.4 38.0 32.9 100.0 ( 429) 2.03 

이성교제 경험 

있음 10.6 36.0 324 20.9 100.0 ( 5,224) 2.36 

없음 7.2 32.0 31.6 29.3 100.0 ( 5,849) 2.17 

주: 1) <부표 2-11>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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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3) 학생의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l단위: %, 명) 

구분 매우잘안다 아는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31) 2.35 

학교특성 

남학교 14.6 48 .1 27.4 9.9 100.0 (1 ，86'끼 2.68 

여학교 5.4 때.5 40.3 13.7 100.0 (2,130) 2.38 

남녀공학 8.5 33.5 32 .3 25.6 100.0 (7,133) 2.25 

형제자매수 

1명 11.1 39.2 31.4 18.3 100.0 (1，.때1) 2.43 

2명 9.3 36.8 32.8 21.1 100.0 (7,051) 2.34 

3명 이상 7.0 37.3 34.7 21.0 100.0 (2,648) 2.3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 15.0 26.2 26.6 32.2 100.0 ( 21씨 2.24 

잘사는편 11.1 34.2 30.1 24.6 100.0 (1，5 1잉 2.32 

보통 8.0 38.0 34.0 20.0 100.0 (7,156) 2.34 

못사는편 10.0 때.6 32.6 16.7 100.0 (1 ,642) 2.44 

매우 못사는편 17.4 39.8 20.5 22.4 100.0 ( 161) .2 .52 

모르겠다 7.0 28.6 35.6 28.8 100.0 ( 42끼 2.14 

이성교제 경험 

있음 11.7 39.7 32.7 16.0 100.0 (5,211) 2.47 

없음 6.6 35.2 33.4 24.8 100.0 (5,824) 2.24 

주: 1) <부표 2-11>과 통일. 

〈부표 2-14) 학생의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 정도 
l단위: %, 명j 

구분 매우잘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1Ilil'ιij 
전채 17.5 63.1 14.4 5.1 100.0 (11,091) 2.93 

학교특성 

남학교 28.4 62.9 7‘0 1.7 100.0 ( 1,864) 3.18 

여학교 14.5 71.9 12.0 1.6 100.0 ( 2， 12이 2.99 

남녀공학 15.5 00.5 17.1 7.0 100.0 ( 7,100) 2.84 

형제자매수 

1명 18.0 63.6 13.5 4.9 100.0 ( 1,397) 2.95 

2명 18.3 62.7 14.4 4.7 100.0 ( 7,023) 2.95 

3명 이상 15.0 64.0 15.0 6.1 100.0 ( 2，64이 2.8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 28.9 42.2 17.1 11.8 100.0 ( 211) 2.88 

잘사는편 19.8 58.6 15.3 6.2 100.0 ( 1,513) 2.92 

보통 16.2 65.0 14.3 4.5 100.0 ( 7,127) 2.93 

못사는편 20.3 65.0 11.5 3.2 100.0 ( 1,638) 3.02 

매우 못사는 편 21.1 57.1 12.4 9.3 100.0 ( 161) 2.90 

모르겠다 12.4 51.9 23.5 12.2 100.0 ( 42이 2.65 

이성교제 경험 

있옴 22.6 62.8 11.5 3.2 100.0 ( 5,194) 3.05 

없음 12.9 63.5 17.0 6.7 100.0 ( 5,804) 2.83 

주: 1) <부표 2-11>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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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5) 학생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뼈이 2.89 
학교특성 

남학교 23.8 60.7 125 2.9 100.0 ( 1,862) 3.06 

여학교 18.9 69.7 9.8 1.6 100.0 ( 2,122) 3.06 

남녀공학 16.0 56.6 18.8 8.6 100.0 ( 7,097) 280 
형제자매 수 

l명 17.3 60.1 16.4 6.2 100.0 ( 1,397) 289 
2명 18.5 59.3 16.0 6.1 100.0 ( 7，02끼 2.90 
3명 이상 16.6 61.0 15.7 6.7 100.0 ( 2,629) 2.87 

7규경제상태 

매우잘사는펀 29.9 37.4 15.0 17.8 100.0 ( 214) 2.80 
잘사는편 18.6 57.1 16.1 8.2 100.0 ( 1,510) 2.86 
보통 16.7 61.4 16.3 5.6 100.0 ( 7,121) 289 
못사는편 21.0 61.7 13.3 4.0 100.0 ( 1,636) 3.00 
매우못사는편 25.0 49.4 14‘4 11.3 100.0 ( 160) 289 

모르겠다 14.4 50.1 23.1 12.5 100.0 ( 425) 2.66 
이성교제 경험 

있음 22.2 60.6 13.4 3.8 100.0 ( 5,181) 3.01 

없음 14.2 59.2 18.3 8.3 100.0 ( 5,807) 2.79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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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6) 학생의 가족특성별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78) 2.52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9.9 49.0 24.1 17.0 100.0 (10,708) 2.52 
아버지만 생존 11.2 39.6 26.9 22.4 100.0 ( 13씨 2.40 
어머니만 생존 11.9 48.0 21.1 19.0 100.0 ( 294) 2.53 
모두사망 13.9 30.6 22.2 33.3 100.0 ( 36) 2.26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10.9 49.3 27.2 12.7 100.0 ( 1,019) 2.58 
고등학교 9.9 53.8 23.1 13.1 100.0 ( 4,366) 2.61 
대학교 이상 11.4 50.3 22.4 15.9 100.0 ( 3,775) 2.57 
모르겠다 6.3 32.3 28.5 32.8 100.0 ( 1,654) 2.12 
안계심 12.3 45.1 20.9 21.7 100.0 ( 35이 2.48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10.7 53.2 24.0 12.1 100.0 ( 1,198) 2.62 
.ï!.τ %~잉ε}.ii! 10.3 53.3 23.2 13.1 100.0 ( 5,463) 2.61 
대학교이상 11.0 49.3 22.0 17.7 100.0 ( 2，54끼 2.54 
모르겠다 6.9 31.7 29.3 32.1 100.0 ( 1,741) 2.13 
안계섬 12.1 36.8 24.7 26.3 100.0 ( 190) 2.3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9.7 43 .5 24.6 22.2 100.0 ( 4,344) 2.41 
좋은편 9.8 53.2 24.0 13.0 100.0 ( 4,282) 2.60 
보통 10.1 51.4 23.9 14.6 100.0 ( 1 ，85이 2.57 
나쁜편 19.1 52.1 21.4 7.4 100.0 ( 215) 2.83 
매우나쁜면 19.0 47.6 14.3 19.0 100.0 ( 42) 2.69 
모르겠다 9.9 48.2 19.5 22.5 100.0 ( 33씨 2.46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9.9 49.3 24 .3 16.6 100.0 ( 6，93이 2.52 
아버지만 취업 9.7 48.5 23.9 17.9 100.0 ( 3,379) 2.50 
어머니만 취업 12.1 49.0 21.5 17.4 100.0 ( 5。이 2.56 
두분 모두 비취업 13.0 45.9 22.6 18.5 100.0 ( 270) 2.5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 9.8 48.0 24.7 17.5 100.0 ( 8,178) 2.50 
어머니 9.4 53.7 21.2 15.7 100.0 ( 1,554) 2.57 
아버지 10.1 41.3 28.6 20.1 100.0 ( 189) 2.41 
친(외)할머니 11.7 49.3 21.4 17.5 100.0 ( 1,026) 2.55 
친(외)할아버지 8.7 60.9 19.6 10.9 100.0 ( 46) 2.65 
기타 14.9 43.1 25.6 16.4 100.0 ( 195) 2.56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7.3 24.2 48.8 9.7 100.0 ( 9,687) 2.51 
별거/이흔 14.7 22 .3 51.1 11.9 100.0 ( 968) 2.60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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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7) 학생의 가족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영) 평균1) 

전체 8.8 33.8 32.0 25 .4 100.0 (11,166) 2.26 

부모생존여부 

모두생존 8.8 34.0 32.0 25.2 100.0 (10,683) 2.26 

아버지만생존 9.l 25.0 37.9 28.0 100.0 ( 132) 2.l5 
어머니만생존 8.5 31.7 30.7 29.0 100.0 ( 293) 2.20 
모두사망 11.1 22.2 25.0 41.7 100.0 ( 36) 2.02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8.9 36.5 34.5 20.l 100.0 ( 1,016) 2.34 
고등학교 8.4 36.3 32.2 23.l 100.0 ( 4,351) 2.30 
대학교이상 10.6 35.2 30.7 23.5 100.0 ( 3,768) 2.33 
모르겠다 5.6 23.2 32.8 38.4 100.0 ( 1,654) 1.96 
안계심 9.l 30.9 29.7 30.3 100.0 ( 350) 2.l9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8.6 36.9 33.6 20.9 100.0 ( 1,192) 2.33 
고등학교 9.2 36.3 32.0 22.5 100.0 ( 5，얘8) 2.32 
대학교이상 1O.l 34.7 29.9 25.3 100.0 ( 2,542) 2.30 

모르겠다 5.9 23.8 33.4 36.9 100.0 ( 1,743) 1.99 
안계심 10.1 25.4 33.9 30.7 100.0 ( 189) 2.l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9.l 32.0 29.l 29.7 100.0 ( 4,337) 2.21 

좋은편 8.3 36.4 34.l 21.2 100.0 ( 4,267) 2.32 
보통 8.0 34.l 33.8 24.2 100.0 ( 1,848) 2.26 
나쁜편 13.7 33.0 33.5 19.8 100.0 ( 21낀 2.41 
매우나쁜편 25.6 27.9 18.6 27.9 100.0 ( 43) 2.50 
모르겠다 10.5 27.l 32.2 30.l 100.0 ( 332) 2.l8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9.0 33.8 31.8 25.5 100.0 ( 6,926) 2.26 
아버지만 취업 8.5 34.3 32.6 24.7 100.0 ( 3,366) 2.26 
어머니만 취업 7.7 33.1 33.9 25 .3 100.0 ( 505) 2.23 
두분 모두 비취업 9.7 34.3 28.4 27.6 100.0 ( 268) 2.26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8.5 34.2 31.8 25.5 100.0 ( 8,167) 2.26 
어머니 9.3 33.6 32.7 24.4 100.0 ( 1,546) 2.28 

아버지 8.5 31.4 33.5 26.6 100.0 ( 188) 2.22 

친(외)할머니 9.9 31.9 31.5 26.7 100.0 ( 1,026) 2.25 

친(외)할아버지 6.5 43 .5 34.8 15.2 100.0 ( 4이 2.41 

기타 13.5 29.2 31.8 25 .5 100.0 ( 192) 2.31 
부모의 혼인상태 100.0 

정상 8.7 33.9 32.l 25.3 100.0 ( 9,668) 2.26 

별거l이흔 9.3 35.0 31.0 24.7 100.0 ( 964) 2.29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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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8) 학생의 가족 특성별 성병·에이Z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영) 평균1)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31) 2.35 
부모생존여부 

모두생존 8.9 37.3 33.1 20.7 100.0 (10,652) 2.34 
아버지만 생존 10.8 36.2 32.3 20.8 100.0 ( 13이 2.37 
어머니만생존 9.9 때'.4 30.8 18.8 100.0 ( 292) 2.42 
모두사망 8.8 20.6 26.5 44.1 100.0 ( 34) 1.93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9.7 42.8 32.9 14.6 100.0 ( 1 ，01이 2.48 
Jlτ %~ 낭tjj! 9.0 39.8 33.5 17.7 100.0 ( 4,340) 2.때 

대학교이상 10.3 38.3 31.5 20.0 100.0 ( 3,752) 2.39 
모르겠다 5.4 25.0 35.7 33.8 100.0 ( 1,645) 2.02 
안계심 9.8 37.1 31.0 22.1 100.0 ( 348) 2.34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9.3 43.3 33.1 14.3 100.0 ( 1,190) 2.48 
JlτE승냥t피jj! 9.3 때'.1 32.7 17.9 100.0 ( 5,437) 2.41 
대학교이상 10.6 37.5 31.4 20.5 100.0 ( 2,532) 2.38 
모르겠다 5.4 24.8 36.2 33.6 100.0 ( 1,731) 2.02 
안계성 10.2 31.0 32.1 26.7 100.0 ( 187) 2:2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9.1 33.5 32.5 24.9 100.0 ( 4，31이 2.27 
좋은면 8.4 42.0 33.6 16.0 100.0 ( 4,258) 2.43 
보통 8.7 37.1 34.3 19.9 100.0 ( 1,843) 2.35 
나쁜면 16.9 33.8 31.5 17.8 100.0 ( 213) 2.50 
매우나쁜편 23 .3 20.9 30.2 25.6 100.0 ( 43) 2.42 
모르겠다 8.7 34.3 28.9 28.0 100.0 ( 332) 2.24 
부모 취업상태 

두분모두 취업 8.9 37.7 33.1 20.2 100.0 ( 6,907) 2.35 
아버지만 취업 9.2 36.2 33.2 21.4 100.0 ( 3,352) 2.33 
어머니만 취업 8.4 42.0 31.5 18.1 100.0 ( 502) 2.41 
두분모두 비취업 10.4 34.7 32.5 22.4 100.0 ( 268) 2.3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8.8 37.5 33.2 20.5 100.0 ( 8，13이 2.35 
어머니 8.4 36.8 34.0 20.8 100.0 ( 1,542) 2.33 
아버지 11.3 31.2 34.9 22.6 100.0 ( 18이 2.31 
친(외)할머니 10.1 37.0 31.2 21.6 100.0 ( 1,026) 2.36 
친(외)할아버지 10.9 52.2 15.2 21.7 100.0 ( 46) 2.52 

ι 기타 13.0 33.7 31.6 21.8 100.0 ( 193) 2.37 
부모의 혼인상태 100.0 
정상 9.0 37.2 33.1 20.7 100.0 ( 9，63이 2.34 
별거l이흔 20.0 33.5 38.3 8.2 100.0 ( 964) 2.35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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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9) 학생의 가족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17.5 63.1 14.4 5.1 100.0 (11,091) 2.93 
부모생존여부 

모두생존 17.4 63.3 14.4 5.0 100.0 (10,611) 2.93 
아버지만 생존 19.1 55.0 16.0 9.9 l이).0 ( 131) 2.82 
어머니만 생존 19.1 63.8 13.7 3.4 100.0 ( 293) 2.99 
모두사망 18.2 42.4 15.2 24.2 100.0 ( 33) 2.56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18.1 66.7 12.0 3.3 100.0 ( 1,011) 3.00 
고등학교 18.8 64.8 13.1 3.3 100.0 ( 4,324) 2.99 
대학교이상 19.0 64.4 12.1 4.5 100.0 ( 3,738) 2.98 
모르겠다 9.7 53.8 24.5 12.0 100.0 ( 1,640) 2.61 
、안계섬 18.7 60.2 15.0 6.1 100.0 ( 347) 2.91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20.3 66.1 10.9 2.7 100.0 ( 1,187) 3.04 
Jl.τ C:r ;g’f피 ïil. 18.8 65.0 12.9 3.3 100.0 ( 5,418) 2.99 
대학교이상 18.3 64.1 13.0 4.6 100.0 ( 2,524) 2.96 
모르겠다 9.8 54.7 23.4 12.1 100.0 ( 1 ，72낀 2.62 
안계심 18.3 50.5 18.3 12.9 100.0 ( 18이 2.74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17.5 60.5 15.7 6.4 100.0 ( 4,304) 2.89 
좋은편 17.1 66.3 13.3 3.3 100.0 ( 4,241) 2.97 

보통 17.1 63.7 14.4 4.8 100.0 ( 1,841) 2.93 
나쁜편 25.6 62.1 8.1 4.3 100.0 ( 211) 3.09 

매우나쁜편 35.0 52.5 2.5 10.0 100.0 ( 때) 110 
모르겠다 16.5 59.6 14.7 9.2 100.0 ( 32끼 2.84 

부모 취업상태 

두분모두 취업 17.7 63.0 14.5 4.8 100.0 ( 6,869) 2.94 
아버지만 취업 16.8 63.5 14.3 5.3 100.0 ( 3,352) 2.92 
어머니만 취업 18.4 64.3 13.8 3.6 100.0 ( 501) 2.97 
두분 모두 비취업 18.7 62.5 13.5 5.2 100.0 ( 26끼 2.94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6.9 63.2 14.8 5.1 100.0 ( 8,103) 2.92 

어머니 18.7 64.3 12.9 4.1 100.0 ( 1,540) 2.98 

아버지 15.7 60.5 17.3 6.5 100.0 ( 185) 2.85 

친(외)할머니 19.6 62.6 12.8 5.0 100.0 ( 1,023) 2.97 

친(외)할아버지 26.1 58.7 10.9 4.3 100.0 ( 4이 3.06 
기타 19.9 54.5 16.2 9.4 100.0 ( 191) 2.84 

부모의 혼인상태 ι 

정상 17.1 63.4 14.5 5.0 100.0 ( 9,5996) 2.93 

별거l이혼 20.0 62.4 13.1 4.5 100.0 ( 959) 2.98 

주: 1) <부표 2-11>과 동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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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0) 학생의 가족특성별 임신 및 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1) 

전체 17.9 59.8 16.0 6.3 100.0 (1 1 ，08이 2.89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17.9 60.0 15.9 6.2 100.0 (10,602) 2.90 
아버지만 생존 21.4 45.8 22.1 10.7 100.0 ( 131) 2.77 
어머니만 생존 16.0 61.8 18.4 3.8 100.0 ( 293) 2.90 
모두사망 23.5 32.4 14.7 29.4 100.0 ( 34) 2.49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19.9 61.4 14.8 4.0 100.0 ( 1,012) 2.97 
고동학교 19.0 61.9 14.8 4.3 100.0 ( 4,318) 2.96 
대학교이상 19.2 61.6 13.5 5.7 100.0 ( 3,737) 2.94 
모르겠다 11.2 49.3 25.5 14.0 100.0 ( 1,638) 2.58 
안계심 16.3 58.5 18.1 7.2 100.0 ( 349) 2.84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20.5 62.8 13.6 3.1 100.0 ( 1,188) 3.01 
고풍학교 19.0 62.5 14.2 4.3 100.0 ( 5,407) 2.96 
대학교이상 19.1 60.6 13.5 6.8 100.0 ( 2,525) 2.92 
모르겠다 10.6 49.5 26.7 13.2 100.0 ( 1,722) 2.57 
안계심 20.0 44.9 20.0 15.1 100.0 ( 185) 2.70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18.9 56.5 16.6 8.0 100.0 ( 4,301) 2.86 
좋은편 17.2 63 .1 15.5 4.2 100.0 ( 4,237) 2.93 
보통 15.5 62.6 15.9 6.0 100.0 ( 1,834) 2.88 
나쁜떤 24.9 55.4 14.6 5.2 100.0 ( 213) 3.01 
매우나쁜편 30.2 44.2 7.0 18.6 100.0 ( 43) 2.86 
모르겠다 19.8 53.5 18.5 8.2 100.0 ( 329) 2.8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7.9 59.8 16.3 6.0 100.0 ( 6,864) 2.90 
아버지만 취업 17.9 60.0 15.3 6.8 100.0 ( 3,346) 2.89 
어머니만 취업 17.1 62.3 16.3 4.4 100.0 ( 504) 2.92 
두분 모두 비취업 19.1 59.9 14.2 6.7 100.0 ( 267) 2.92 

학생의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17.6 59.9 16.2 6.3 100.0 ( 8,096) 2.89 
어머니 18.1 61.5 14.8 5.6 100.0 ( 1 ，53끼 2.92 
아버지 15.5 54.5 24.1 5.9 100.0 ( 187) 2.80 
친(외)할머니 19.3 60.0 13.9 6.8 100.0 ( 1,023) 2.92 
친(외)할아버지 19.6 54.3 13.0 13.0 100.0 ( 46) 2.82 
기타 22.0 48.2 22.0 7.9 100.0 ( 191) 2.85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7.7 60.0 16.1 6.2 100.0 ( 9,588) 2.89 

별거l이혼 19.7 59.6 14.5 6.2 100.0 ( 961) 2.93 

주: 1) <부표 2-11>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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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1)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피임 방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아는 모르는 전혀 

계(명) 평균1) 
잘안다 편이다 편이다 모른다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88) 2.52 
성교육경험 

경험 유 10.1 49.3 24.1 16.5 100.0 (11 ,001) 2.53 
경험 무 4.8 13.4 20.3 61.5 100.0 ( 18끼 1.61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경험유 10.5 52.0 23.1 14.4 100.0 ( 9,792) 2.59 
교육경험 무 6.8 25.9 30.5 36.8 100.0 ( 1,395) 2.03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유 11.8 54.7 21.8 11.7 100.0 ( 7,648) 2.67 
교육경험 무 6.2 35.8 28.8 29.2 100.0 ( 3,539) 2.19 

피임방법 

교육경험유 14.3 66.6 16.0 3.1 100.0 ( 6,350) 2.92 
교육경험 무 4.4 25.4 34.5 35.8 100.0 ( 4,838) 1.98 

임신，출산 

교육경험유 11.2 54.8 22.0 12.1 100.0 ( 8,351) 2.65 
교육경험 무 6.6 30.9 30.1 32.4 100.0 ( 2,835) 2.12 

미혼모，인공유산 

교육경험유 18.1 62.6 14.3 5.1 100.0 ( 2,854) 2.94 
교육경험 무 7.3 44.0 27.3 21.4 100.0 ( 8,333) 2.37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유 13.6 58.6 19.7 8.1 100.0 ( 5,895) 2.78 
교육경험 무 6.0 37.7 28.9 27.4 100.0 ( 5,291) 2.22 
기타 

교육경험유 13.7 36.9 22 .3 27 .1 100.0 ( 971) 2.37 
교육경험무 9.7 49.9 24.2 16.3 100.0 (10，21이 2.53 

주: 1) <부표 2-11>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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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2)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빼| 따른 인공유샌| 부작햄|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0 모르는 
잘 안다아는편 l다 편이다 

전혀 
계(명) 평균” 

모른다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62) 2.26 
성교육경험 

경험 유 7.6 9.7 24.9 57.8 100.0 ( 185) 2.27 
경험 무 8.8 34.2 32.1 24.9 100.0 (10，97η 1.67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경험유 9.0 35.7 31.8 23 .5 100.0 ( 9,778) 2.30 
교육경험무 7.2 20.4 33.0 39.4 100.0 ( 1,383) 1.95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유 10.1 37.3 32.1 20.5 100.0 ( 7，63지 2.37 
교육경험 무 5.9 26.4 31.7 36.1 100.0 ( 3,531) 2.02 

피염방법 

교육경험유 1l.2 41.4 32.0 15.4 100.0 ( 6,334) 2.48 
교육경험무 5.6 23.9 31.9 38.6 100.0 ( 4,828) 1.97 

임신，출산 

교육경험 유 9.7 37.4 32.1 20.8 100.0 ( 8죄2) 2.36 
교육경험무 5.9 23 .3 31.7 39.1 100.0 ( 2,829) 1.96 

미흔모， 인공유산 
교육경험유 16.1 49.6 25.3 9.1 100.0 ( 2，84끼 2.73 
교육경험무 6.3 28.4 34.3 31.0 100.0 ( 8,315) 2.10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유 11.0 때.0 31.5 17.5 100.0 ( 5,883) 2.44 
교육경험무 6.3 27.0 32.5 34.2 100.0 ( 5,278) 2.05 
기타 

교육 경험 유 J 12.6 28.9 27.0 31.5 100.0 ( 970) 2.23 
교육경험무 8.4 34.3 32.4 24.8 100.0 (10,192) 226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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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않〉 학생으| 성교육 뱀별 교육 O빼| 볕성볍 어101즈여|방 농뺑| 대한앤E 

(단위: %, 명) 

구분 
매우 모르는 전혀 

계(명) 평균” 잘 안다아는편이다 편이다 모른다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 12이 2.34 
성교육경험 

경험 유 9.0 37.8 33.2 20.0 100.0 (10,941) 2.36 
경험 무 5.9 7.6 24.9 61.6 100.0 ( 185) 1.58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 유 9.4 39.3 32.7 18.6 100.0 (9,751) 2때 

교육경험 무 6.0 22.7 35.6 35.7 100.0 (1,375) 1.99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유 10.5 41.8 32.1 15.5 100.0 (7,613) 2.47 
교육경험 무 5.6 27.3 35.2 31.9 100.0 (3J13) 2.rrJ 

피임방법 

교육경험유 12.0 47.3 30.6 10.1 100.0 ( 6，32이 2.61 
교육경험 무 5.0 24.0 36.3 34.6 100.0 ( 4,804) 1.99 
임신，출산 

교육경험유 10.0 41.4 32.0 16.5 100.0 (8,312) 2.45 
교육경험무 5.8 24.9 36.1 33.2 100.0 (2,814) 2.03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경험 유 16.0 49.6 27,4 7.0 100.0 (2,839) 2.7 
교육경험무 6.6 33.0 35.0 25.4 100.0 (8,287) 2.21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유 13.3 52.4 26.8 7.5 100.0 (5，86η 2.72 

교육경험 무 4.1 20.3 때.1 35.5 100.0 (5,258) 1.93 
기타 

교육경험 유 12.7 30.2 28 .5 28.7 100.0 ( 963) 2.27 
교육경험무 8.6 37.9 33.5 20.0 100.0 (10,163) 2.35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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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4)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벼| 따른 범의 신체적 구돼|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 모르는 전혀 

계(명) 평균1) 잘 안다아는편 l다 편이다 모른다 

전체 17.5 63.1 14.4 5.0 100.0 (11085) 2.93 

성교육 경험 

경험 유 17.6 63.7 14.2 4.5 100.0 (10,901) 2.94 

경험 무 8.2 24.5 30.4 37.0 100.0 ( 184) 2.03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 유 18.7 65.8 12.4 3.0 100.0 ( 9，71이 3.00 

교육경험무 8.3 43.7 28.6 19.4 100.0 (1 ,369) 2.41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유 20.5 66.0 11.1 2.4 100.0 (7,588) 3.05 

교육경험 무 10.9 56.6 21.7 10.8 100.0 (3,496) 2.68 

피염방법 

교육경험유 23.2 67.1 8.5 1.3 100.0 (6,301) 3. 12 

교육경험무 9.9 57.8 22.3 10.0 100.0 (4,784) 2.68 

임신，출산 
교육경험유 19.9 66.2 11.5 2.4 100.0 (8,284) 3.04 

교육경험 무 10.1 53.9 23.0 12.9 100.0 (2,800) 2.61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경험유 27.7 64.3 6.8 1.3 100.0 (2,831) 3. 18 

교육경험무 14.0 62.7 17.0 6.3 100.0 (8,255) 2.84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 유 23. 1 65.6 9.4 1.9 100.0 (5,851). 3.10 

교육경험무 11.2 60.2 20.1 8.5 100.0 (5,235) 2.74 

기타 

교육경험 유 19.2 47.5 19.9 13.4 100.0 ( 957) 2.73 

교육경험무 17.3 64.5 13.9 4.3 100.0 (10,127) 2.95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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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5>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임신과 출산 괴정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모르는 전혀 

계(명) 평균” 잘 안다아는편이다 편이다 모른다 

전체 17.9 59.8 16.0 6.3 100.0 (1l,075) 2.89 
성교육경험 i~468.2 
경험 유 18.1 60.4 15.9 5.7 100.0 (10,894) 2.91 
경험 무 7.2 24.3 24.9 43.6 100.0 ( 181) 1.95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x2~885.4 

교육경험유 19.1 62.4 14.3 4.1 100.0 (9,709) 2.97 
교육경험무 9.0 41.0 28 .5 21.5 100.0 (1,367) 2.37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x2~665.7 

교육경험유 20.8 63.1 12.9 3.2 100.0 ( 7，57끼 3.01 
교육경험무 11.6 52.6 22.9 12.9 100.0 (3,498) 2.63 

피임방법 i~1l36.3 

교육경험유 23.2 65.1 10.1 1.6 100.0 (6,295) 3.10 
교육경험무 10.9 52.8 23.9 12.4 100.0 (4,780) 2.62 

임신，출산 X2~1337.1 

교육경험 유 20.8 64.7 11.7 2.7 100.0 ( 8，28이 3.04 
교육경험무 9.2 45.1 28.8 16.9 100.0 ( 2,796) 2.47 

미혼모，인공유산 i~533.6 
교육경험유 28.0 63.0 7.5 1.5 100.0 (2,826) 3.17 
교육경험무 14.4 58.7 19.0 7.9 100.0 (8,249) 2.80 

성병，에이즈 i~582.8 
교육경험유 22.6 62.9 12.0 2.5 100.0 (5,843) 3.06 
교육경험 무 12.6 56.4 20.6 10.5 100.0 (5,231) 2.71 
기타 i~184.5 
교육경험유 20.6 43.9 20.6 14.8 100.0 ( 959) 2.70 
교육경험무 17.6 61.3 15.6 5.5 100.0 (1O,1l6) 2.91 

주: 1) <부표 2-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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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6) 학교 외 성정보 습득 여부 및 방법별 성정보에 대한 평균 인지도11 

구분 (대상수) 피엄방법 
인공유산 성병， 신체적 임신 

부작용 에이즈 구조 출산과정 

학교외 습득경험 없다 ( 679) 2.13 2.00 2.03 2.61 2.59 
학교외 습득 경험 있다 (8,219) 2.66 2.35 2.46 3.05 3.00 
부모나 친인척 (1,208) 2.36 2.28 2.21 2.89 2.94 
형제자매 ( 125) 2.81 2.51 2.48 2.94 2.97 
친구나선후배 (2,251) 2.71 2.33 2.45 3.06 3.03 
비디오(CD， DVD) ( 18이 2.65 2.42 2.57 3.04 2.97 
인터넷(동영상) (2,373) 2.87 2.44 2.65 3.24 3. II 
1v (1,034) 2.57 2.34 2.39 2.96 2.97 
잡지，만화 ( 195) 2.62 2.44 2.36 3.01 2.97 
사회단체，종교단체 ( 175) 2.58 2.48 2.51 3.00 2.96 
기타 ( 679) 2.38 2.17 2.31 2.80 2.74 

주: 1) <부표 2-II>과 통일. 

〈부표 2-27) 학생의 특성별 남자의 결흔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급적 지키지 않을 지킬 필요가 

모르겠다 계(명)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수도 있다 없다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II ,231) 
학교특성 

남학교 15.7 41.3 25.4 9.4 8.2 100.0 ( 1 ，88이 

여학교 32.0 44.9 16.7 1.5 4.9 100.0 ( 2,141) 
남녀공학 27.7 39.9 14.2 3.8 14.3 100.0 ( 7,208) 
형제자매수 

I명 24.4 때.4 18.3 4.9 12.0 100.0 ( 1,417) 

2명 25.7 41.2 16.8 4.4 12.0 100.0 ( 7，II이 

3명 이상 30.0 41.3 15.0 3.8 9.9 100.0 ( 2，66잉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면 39.4 24.1 13.0 7.9 15.7 100.0 ( 21이 

잘사는편 29.1 때.3 14.9 4.2 11.5 100.0 ( 1,534) 
보통 26.4 42.6 16.3 3.8 10.9 100.0 ( 7,214) 
못사는떤 23.6 때.0 20.9 5.9 9.6 100‘.0 ( 1,654) 
매우못사는편 23.0 41.2 17.0 7.3 11.5 100.0 ( 16잉 

모르겠다 24.9 32.5 12.0 4.6 26.0 100.0 ( 434) 
이성교제 경험 

유 22.4 42.5 21.2 6.1 7.7 100.0 ( 5,249) 
무 30.3 39.8 12.5 2.7 14.8 100.0 ( 5,884) 

주<부표 2깅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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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8) 

계(명) 모르겠다 
지킬 필요가 

없다 
4.3 

지키지 않을 

수도있다 
16.6 

가급적 

지켜야한다 

4L1 

반드시 
지켜야한다 

26.5 100.0 (11,231) 

100.0 (10，74이 

100.0 ( 135) 

100.0 ( 291) 
100.0 ( '38) 

100.0 ( 9,722) 

100.0 ( 972) 
11.2 
12.7 

4.2 
4.9 

16.2 
18.3 

41.2 
때.5 

27.1 

23.6 

100.0 ( 1,024) 

100.0 ( 4,378) 
100.0 ( 3,789) 
100.0 ( 1,661) 

100.0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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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5 
6 

ja1 

A
a
-
-
-‘、J
‘/‘ 

‘“
1 

9 
9 

3 
5 

1

」

” 
n 
n 
m 
낀
 

44.0 

43.6 
때.6 

34.0 
40.3 

26.9 

25.7 
27.0 

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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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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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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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389) 
100.0 ( 506) 
100.0 ( 271) 

11.3 

11.7 
11.7 
12.2 

3 

2 
l

’ 
2 

i4
‘ 
‘
”-
-
r
、
)

-
、J

16.9 
15.7 

19.8 
14.0 

4
” 
7“ 
9 
·j 

씨
 
때
 
씨
 mj 

짜
 까
 띠
 짜
 

11.2 
11.9 
18.3 
12.0 

12.8 

14.8 

11.5 

4 

8 

0 
6 

n 
n 
u 
5 

100.0 ( 8,206) 

100.0 ( 1,559) 
100.0 ( 191) 
100.0 ( 1,031) 

100.0 ( 4끼 

100.0 ( 196) 

씨
 재
 η
 셔
 야ω
 “ω
 

6 
2 

。
AJ 

。

A

Q
ι
 

5 ” 
n 
mn 

u 
m” 

41.2 

42.1 

35.6 
41.1 

42.6 

34.7 

27.9 

21.9 
24.6 

23 .1 

23.4 
24.0 

전체 

부모생존여부 
모두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모두사망 

부모의 혼인 상태 
정상 

이혼/별거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모르겠다 
안계심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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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모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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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만 취업 

어머니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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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주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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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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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외)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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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9) 학생의 특성벌 여자의 결흔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가급적 지키지 않을 지킬필요가 

모르겠다 계(명) 
한다 지쳐야한다 수도있다 없다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 ，2 1끼 

학교특성 

납학교 30.1 41.9 17.1 3.3 7.5 100.0 ( 1,881) 

여학교 38.3 41.5 14.9 1.5 3.7 100.0 ( 2,142) 

남녀공학 34.0 38.4 11.1 2.2 14.3 100.0 ( 7,193) 

형제자매수 

1명 33.4 38.1 14.2 2.8 11.5 100.0 ( 1,413) 

2명 33.1 39.7 13.3 2.2 11.7 100.0 ( 7,115) 

3명 이상 37.4 39.8 11.0 2.3 9.6 100.0 ( 2,65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 44.7 19.5 11.2 6.0 18.6 100.0 ( 215) 

잘사는편 35.3 38.0 11.9 2.6 12.1 100.0 ( 1,525) 

보통 34.0 때.9 12.6 2.0 10.5 100.0 ( 7，2 1이 

옷사는펀 32.9 때.2 15.9 2.6 8.4 100.0 ( 1,651) 

매우 못사는편 37.0 37.0 13.9 2.4 9.7 100.0 ( 165) 

모르겠다 31.4 31.9 8.1 3.2 25.4 100.0 ( 433) 

이성교제 경험 

유 32.8 41.0 15.9 3.2 7.1 100.0 ( 5，24기 

「。- 35.4 38.4 10.1 1.5 14.7 100.0 ( 5,875) 

〈부표 2-30) 학생의 특성별 흔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l’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219) 2.05 

학교특성 

납학교 16.6 32.6 31.9 19.0 100.0 ( 1,877) 2.47 

여학교 2.9 19.8 33 .5 43.8 100.0 ( 2，1 4이 1.82 

남녀공학 7.8 20.7 35.7 35.7 100.0 ( 7,201) 2.01 

형제자매수 

l영 10.6 23.6 33.8 32.0 100.0 ( 1,410) 2.13 

2명 8.7 22.8 35.1 33.4 100.0 ( 7,114) 2.07 

3명 이상 6.2 21.2 33.7 38.9 100.0 ( 2,663) 1.9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장사는편 16.4 21.0 24.8 37.9 100.0 ( 214) 2.16 

잘사는편 8.6 20.9 34.4 36.1 100.0 (.1,534) 2.02 

보통 7.5 22.1 35.9 34.4 100.0 ( 7,209) 2.03 

못사는편 9.9 27‘ l 29.6 33.5 100.0 ( 1,651) 2.13 

매우 못사는편 18.3 22.6 31.1 28.0 100.0 ( 164) 2.31 

모르겠다 8.1 192 38.9 33.8 100.0 ( 432) 2.02 

이성교제 경험 

있음 11.8 26.9 31.1 30.2 100.0 ( 5,239) 2.20 

없음 5.2 18.8 37.6 38.3 100.0 ( 5,879) 1.91 

주 1) 매우 찬성=4， 대체로 찬성=3 ， 별로 찬성 안함=2， 전혀 찬성 안함=1의 4점 척도에 의합 



학생의 가족특성별 여자의 결흔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196 

〈부표 2-31) 

계(명) 모르겠다 
지킬필요가 
없다 

2.3 

지키지 않을 

수도있다 

12.8 

가급적 
지켜야한다 

39.6 

반드시 
지쳐야한다 

34.2 100.0 (11 ，21꺼 

100.0 (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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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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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2) 학생의 가족특성별 흔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냉로 찬성 전혀 찬성 
계(명) 평균1) 

안함 안함 

전체 8.4 22 .5 34.6 34.5 100.0 (11 ,219) 2.05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8.3 22.4 34.8 34.5 100.0 (띠735) 2.04 
아버지만생존 8.3 25.8 28.8 37.1 100.0 ( 132) 2.06 
어머니만 생존 11.3 28.2 30.2 30.2 100.0 ( 291) 2.20 
모두사망 5.1 25.6 33.3 35.9 100.0 ( 39) 1.99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8.2 22.0 35.1 34.7 100.0 ( 9，71이 2.04 
이흔l별거 9.2 25.4 31.5 33.9 100.0 ( 971) 2.10 
부의학력 

중학교이하 7.5 23.8 34.7 34.0 100.0 ( 1 ，02씨 2.05 
고둥학교 8.2 23.7 34.0 34.0 100.0 ( 4,374) 2.06 
대학교이상 9.6 22.8 33.9 33.7 100.0 ( 3,783) 2.08 
모르겠다 6.2 17.1 38.7 38.1 100.0 ( 1,658) 1.91 
안계심 10.0 26.9 31.1 32.0 100.0 ( 35이 2.15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8.7 24.0 33.2 34.1 100.0 ( 1,199) 2.07 
고퉁학교 8.4 23.7 33.9 34.0 100.0 ( 5,469) 2.06 
대학교이상 9.5 22.6 33.6 34.2 100.0 ( 2，55η 2.08 
모르겠다 6.6 17.4 39.7 36.2 100.0 ( 1,749) 1.94 
안계섬 6.8 24.6 30.9 37.7 100.0 ( 191) 2.00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7.6 17.8 34.5 때.1 100.0 ( 4,353) 1.93 
좋은편 7.5 24.2 36.4 31.8 100.0 ( 4,289) 2.07 
보통 10.5 26.9 33.4 29.3 100.0 ( 1 ，85잉 2.19 
나쁜편 14.6 34.9 25.9 24.5 100.0 ( 212) 2.40 
매우나쁜편 15.9 38.6 15.9 29.5 100.0 ( 44) 2.42 
모르겠다 14.1 27.8 27.2 30.8 100.0 ( 334) 2.2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8.9 22.7 34.7 33.7 100.0 ( 6,964) 2.07 
아버지만 취업 7.2 21.6 34.7 36.5 100.0 ( 3,378) 2.00 
어머니만 취업 9.1 25.6 33.4 31.8 100.0 ( 503) 2.12 
두분 모두 비취업 10.0 24.4 34.4 31.1 100.0 ( 270) 2.13 

학생의 주양육자 

어머니·아버지 7.8 21.7 35.0 35.4 100.0 ( 8， 19까 2.02 
어머니 9.1 24.9 35.0 31.0 100.0 ( 1,554) 2.12 
아버지 6.8 21.6 33.7 37.9 100.0 ( 190) 1.98 
친(외)할머니 10.4 25.6 30.4 33.7 100.0 ( 1,031) 2.13 
친(외)할아버지 13.3 20.0 때.0 26.7 100.0 ( 45) 2.20 
기타 13.8 23 .1 34.9 28 .2 100.0 ( 195) 2.22 

주: 1) <부표 2-3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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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3) 학생의 특성별 흔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생 안함 계(명) 평균1)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 ,232) 1.83 

학교특성 

남학교 4.8 15.1 38.0 42.2 100.0 ( 1,883) 1.82 

여학교 4.8 22.6 37.0 35.6 100.0 (2， 1때) 1.97 

남녀공학 3.9 16.5 35.2 44.5 100.0 (7，2 1이 1.80 

형제자매 수 

l명 5.0 15.9 35.0 44.2 100.0 ( 1,413) 1.82 

2명 3.9 17.1 36.0 43.0 100.0 (7,121) 1.82 

3명 이상 4.5 19.0 36.6 39.8 100.0 (2，66끼 1.8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 편 8‘4 10.7 25.1 55.8 100.0 ( 215) 1.72 

잘사는편 4.6 14.8 34.0 46.5 100.0 ( 1,536) 1.77 

보통 3.7 17.4 37.4 41.5 100.0 ( 7,217) 1.83 

못사는편 5.5 21.1 34.1 39.4 100.0 ( 1,653) 1.93 

매우 못사는편 4.8 20.6 30.3 44.2 100.0 ( 165) \;85 

모르겠다 4.4 13.9 34.9 46.9 100.0 ( 433) 1.76 

이성교제 경험 

있음 4.7 18.9 36.6 39.8 100.0 ( 5,246) 1.89 

없음 3.7 16.1 35.5 44.6 100.0 ( 5,885) 1.79 

주: 1) <부표 2-30>과 통일. 

〈부표 2-34) 학생의 특성별 흔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합 계(명) 평균”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 ,232) 2.14 

학교특생 

남학교 8.8 31.8 39.3 20.2 100.0 ( 1,880) 2.29 

여학교 5.5 24.0 41.7 28.9 100.0 ( 2，1때) 2.06 

남녀공학 7.2 25.6 39.9 27.3 100.0 ( 7,213) 2.13 

형제자매수 

l명 8.9 26.0 38.7 26.4 100.0 ( 1,412) 2.17 

2명 6‘9 27.4 40.3 25.4 100.0 ( 7,124) 2.16 

3명 이상 6.8 23.8 쩌5 28.9 100.0 ( 2,665) 2.08 

가구 경제상태 

매우장사는편 9.8 22.3 27.9 때.0 100.0 ( 215) 2.02 

잘사는편 6.8 24.8 39.5 28.9 100.0 ( 1,535) 2.09 

보통 6.7 26.4 41.3 25.7 100.0 (7，2 1이 2.14 

못사는편 8.5 28.4 38.4 24.7 100.0 ( 1,656) 2.21 

매우 옷사는 편 13.4 28.0 28.0 30.5 100.0 ( 164) 2.24 

모르겠다 8.1 24.0 때2 27.7 100.0 ( 433) 2.13 

이성교제 경험 

있음 9.9 29.4 38.2 22 .5 100.0 ( 5,243) 2.27 

없음 4.7 23.5 42.0 29.8 100.0 ( 5,889) 2.03 

주: 1) <부표 2-3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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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5) 학생의 가족특성별 흔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전혀 찬성 
계(명) 평균1) 

안함 안함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32) 1.83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4.1 17.4 36.1 42.4 100.0 (10,747) 1.83 

아버지만생존 6.7 16.4 37.3 39.6 100.0 ( 134) 1.90 

어머니만생존 5.8 20.9 34.2 39.0 100.0 ( 292) 1.93 
모두사망 13.2 10.5 21.1 55.3 100.0 ( 38) 1.85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4.0 17.2 36.3 42.5 100.0 ( 9,722) 1.83 

이혼l별거 4.9 18.6 34.6 41.9 100.0 ( 97이 1.87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4.1 18.5 35.0 42.3 100.0 ( 1,025) 1.84 
고등학교 4.1 18.0 36.(i 41.2 100.0 ( 4，37이 1.85 

대학교이상 4.5 17.1 36.5 41.9 100.0 ( 3,790) 1.84 
모르겠다 3.2 15.4 34.8 46.6 100.0 ( 1,662) 1.75 
안계심 6.6 19.1 31.7 42.6 100.0 ( 35이 1.90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4.2 20.2 34.7 때9 100.0 ( 1,201) 1.88 
고등학교 3.8 18.0 36.9 41.3 100.0 ( 5,472) 1.84 
대학교이상 5.6 17.2 35.2 42.0 100.0 ( 2,560) 1.86 
모르겠다 2.9 14.5 35.6 46.9 100.0 ( 1 ，75씨 1.73 
안계심 8.3 14.5 31.6 45.6 100.0 ( 193) 1.8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4.4 15.0 33.1 47.5 100.0 ( 4，36잉 1.76 
좋은편 3.4 18.3 39.2 39.1 100.0 ( 4,293) 1.86 

보통 4.3 19.9 37.1 38.6 100.0 ( 1,855) 1.90 

나쁜편 4.2 22.0 33.2 40.7 100.0 ( 2씨 1.90 

매우나쁜편 20.5 20.5 20.5 38.6 100.0 ( 44) 2.21 

모르겠다 7.5 20.1 34.4 38.0 100.0 ( 334) 1.97 
부모 취업상태 

두분모두취업 4.2 17.3 36.2 42.3 100.0 ( 6,968) 1.84 
아버지만취업 3.9 17.3 36.7 42.1 100.0 ( 3，38기 1.83 

어머니만취업 5.1 18.4 34.6 41.9 100.0 ( 5。이 1.87 
두분모두비취업 2.6 19.6 31.0 46.9 100.0 ( 271) 1.78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4.0 16.8 36.4 42.9 100.0 ( 8,211) 1.82 
어머니 4.4 20.4 34.5 때'.6 100.0 ( 1,553) 1.89 
아버지 5.3 11.6 37.0 46.0 100.0 ( 189) 1.77 
친(외)할머니 5.1 17.9 35.6 41.4 100.0 ( 1,034) 1.87 

친(외)할아버지 0.0 15.2 37.0 47.8 100.0 ( 4이 1.69 

기타 6‘6 23.9 32.5 37.1 100.0 ( 19끼 2.00 

주: 1) <부표 2-3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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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6> 학생의 가족특성별 흔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전혀 찬성 
계(명) 평균1) 

안함 안함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232) 2.14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7.2 26.1 40.3 26.4 100.0 (10,748) 2.14 

아버지만생존 8.2 26.1 41.0 24.6 100.0 ( 134) 2.18 

어머니만생존 6.2 32.9 35.6 25 .3 100.0 ( 292) 2.20 

모두사망 10.5 23.7 34.2 31.6 100.0 ( 38) 2.11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7.0 26.2 40.4 26.5 100.0 ( 9,722) 2.14 

이혼/별거 8.5 26.1 38.9 26.4 100.0 ( 972) 2.17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7.0 26.8 41.8 24.4 100.0 ( 1,024) 2.16 
고풍학교 7.5 26.1 41.4 25.1 100.0 ( 4,379) 2.16 
대학교이상 7.6 26.8 38.5 27.1 100.0 ( 3,789) 2.15 
모르겠다 5.5 24.4 때'.2 29.9 100.0 ( 1,661) 2.06 
안계심 6.3 31.1 36.5 26.2 100.0 ( 351) 2.17 
모의학력 

중학교이하 7.1 26.7 41.6 24.7 100.0 ( 1,200) 2.16 
고등학교 7.1 26.1 41.0 25.8 100.0 ( 5,473) 2.15 

대학교이상 8.3 27.2 37.6 26.9 100.0 ( 2,562) 2.17 
모르겠다 5.6 25.4 때.3 28.7 100.0 ( 1,754) 2.08 

안계집 7.3 25.0 41.1 26.6 100.0 ( 192) 2.14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6.7 22.0 39.0 32.3 100.0 ( 4,362) 2.m 

좋은편 6.2 28.7 42.7 22.4 100.0 ( 4,293) 2.19 

보통 8.5 29.9 39.3 223 100.0 ( 1,858) 2.25 
나쁜편 12.2 31.0 33.8 23.0 100.0 ( 213) 2.32 

매우나쁜편 15.9 낀.3 31.8 25.0 100.0 ( 44) 2.36 
모르겠다 11.6 29.6 32.2 26.6 100.0 ( 335) 2.26 

부모 취업상태 

두분모두취업 7.7 26.0 40.6 25.7 100.0 ( 6，96'끼 2.16 
아버지만취업 6.1 26.4 39.8 27.8 100.0 ( 3,385) 2.11 
어머니만 취업 6.9 31.6 35.7 25.8 100.0 ( 507) 2.19 

두분모두비취업 6.3 25.2 43.0 25.6 100.0 ( 270) 2.1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6‘8 25.7 40.4 27.0 100.0 ( 8，21이 2.12 

어머니 8.0 27.6 39.6 24.8 100.0 ( 1 ，55끼 2:19 

아버지 5.8 23.7 44.2 26.3 100.0 ( 190) 2.09 

친(외)할머니 7.9 28.9 38.3 24.8 100.0 ( l,m3) 2.20 

친(외)할아버지 6.7 13.3 42.2 37.8 100.0 ( 4.잉 1.89 
기타 10.7 33.2 37.2 18.9 100.0 ( 19이 2:36 

주: 1) <부표 2-3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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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특성별 흔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부표 2-37) 

계(명) 모르겠다 
낳아서는 
안된다 

7.5 

기를수있는 

경우낳는다 

49.4 

낳아야한다 

100.0 (11,232) 

100.0 ( 1,877) 
100.0 ( 2， 1때) 

100.0 ( 7,214) 

100.0 ( 1,414) 
100.0 ( 7， 12이 

100.0 ( 2,666) 

15.6 
14.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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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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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21이 

100.0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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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652) 
100.0 ( 1 6.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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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3.8 
45 .5 

29.2 
27.3 

전체 

학교특성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형제자매수 

1명 

2명 

3명 이상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매우못사는 편 

모르겠다 
이성교제 경험 

있음 

없음 

브
 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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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단위: %, 명) 

〈부표 2-38) 

계(영) 
교제한적이 
없다 

52.9 

과거 교제 
현재 없다 

35.7 

현재 교제 

중이다 
11.4 100.0 (11,149) 

100.0 (. 1,869) 
100.0 (2， 13이 

100.0 ( 7,142) 

100.0 ( 1,406) 

100‘0(7,066) 

100.0 ( 2,646) 

48.2 
53.4 
54.0 

38.3 

35.6 
34.6 

5 
0 
4 

n 
u 
u 

100.0 ( 213) 

100.0 ( 1,523) 
100.0 ( 7,168) 
100.0 ( 1 ，여0) 

100.0 ( 163) 
100.0 ( 426) 

53 .1 

54.4 

53.3 
47.7 
50.9 
59.2 

28.6 
35.1 

-35.5 
39.8 
36.2 
30.3 

18.3 

10.5 

11.2 
12.6 
12.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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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특성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형제자매수 
l명 

2명 

3명 이상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사는편 
잘사는편 

보통 

못사는편 

매우못사는 편 

모르겠다 

구분 

%% 

때
 

mx 

짜
찌
 
씨
 m생
 

9.0 
12.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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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9) 

계(명) 모르겠다 
낳아서는 

안된다 
7.5 

기를수있는 
경우낳는다 

49.4 

낳아야한다 

100.0 (11,232) 

100.0 (10,746) 
100.0 ( 134) 
100.0 ( 294) 
100.0 ( 38) 

100.0 ( 9，71이 

100.0 ( 97씨 

15.0 
12.9 

7.6 

6.3 

49.4 

50.3 

27.9 
30.5 

100.0 ( 1,026) 

100.0 ( 4，37이 

100.0 ( 3,788) 
100.0 ( 1,663) 
100.0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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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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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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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ζ
U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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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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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49.3 

51.6 
50.5 
41.0 

48.7 

33.1 

28.6 
28.8 

23.8 
23.8 

100.0 ( 4,364) 
100.0 ( 4,289) 

100.0 ( 1,856) 
100.0 ( 215) 
100.0 ( 44) 
100.0 ( 336) 

15.8 
13.5 
14.6 

10.2 
20.5 
21.4 

8.7 

6.3 

7.0 
5.6 

15.9 

8.3 

46.3 

52.0 

51.4 
52.1 

36.4 

46.7 

29.2 
28.2 
27.0 

32.1 

27 .3 

23.5 

100.0 ( 6,965) 

100.0 ( 3,385) 
100.0 ( 506) 

100.0 ( 27'이 

14.9 

14.7 
13.6 
14.1 

6.8 

8.7 

6.5 
11.1 

m씨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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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
 

28 .3 

27.9 
30.6 

28.5 

100.0 ( 8,206) 
100.0 ( 1,558) 
100.0 ( 191) 
100.0 ( 1,032) 

100.0 ( 4이 

100.0 ( 196) 

15.1 

13.8 
18.3 

14.3 
10.9 

17.9 

7.6 
6.4 

7.9 
7.0 

17.4 

8.7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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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49.8 
47.8 
44.4 

27.9 

29.1 

30.9 
28.9 
23.9 
29.1 

전체 

부모생존 여부 

모두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생존 
모두사망 

부모 혼인상태 
정상 

별거101혼 
부의 학력 
중학교이하 
고둥학교 

대학교이상 

모르겠다 

안계심 
모의 학력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모르겠다 

안계심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매우나쁜편 

모르겠다 
부모 취업상태 

두분모두 취업 
아버지만 취업 
어머니만 취업 

두분 모두 비취업 
학생의 주양육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친(외)할머니 
친(외)할아버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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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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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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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8.2 
26.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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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0) 학생의 가족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교제 과거교제 교제한 

계(명) 
중이다 현재 없다 적이 없다 

전체 11.4 35.7 52.9 100.0 (1 1,149) 
부모생존여부 

모두생존 11.4 35.8 52.9 100.0 (따665) 

아버지만 생존 12.7 28 .4 59.0 100.0 ( 134) 
어머니만 생존 14.8 36.8 48 .5 100.0 ( 291) 
모두사망 7.9 28.9 63.2 100.0 ( 38) 

부의 학력 1) 

중학교이하 13.3 37.3 49.4 100.0 ( 1,014) 
고퉁학교 13.2 38.3 48 .5 100.0 ( 4,344) 
대학교이상 10.2 36.8 53.1 100.0 ( 3,772) 
모르겠다 8.2 25.7 66.1 100.0 ( 1,641) 

모의 학력2) 

중학교이하 13.9 36.6 49.5 100.0 ( 1 ， 18씨 

고등학교 12.5 38.2 49.3 100.0 ( 5，얘4) 
대학교이상 10.1 36.5 53.4 100.0 ( 2,543) 
모르겠다 8.4 26.8 64.8 100.0 ( 1,731)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좋은펀 9.8 34.3 55.9 100.0 ( 4,338) 
좋은면 11.0 37.2 51.8 100.0‘( 4,253) 
보통 15.0 35.1 49.9 100.0 ( 1,836) 
나쁜편 18.8 42.3 39.0 100.0 ( 213) 
매우나쁜편 29.5 36.4 34.1 100.0 ( 44) 
모르겠다 12.5 37.6 49.9 100.0 ( 33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1.9 36.4 51.7 100.0 ( 6,911) 
아버지만 취업 10.2 34.6 55.2 100.0 ( 3,361) 
어머니만 취업 13.1 35.2 51.7 100.0 ( 503) 
두분 모두 비취업 12.3 34.2 53.5 100.0 ( 269)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1.1 35.3 53.5 100.0 ( 8,155) 
어머니 11.7 35.8 52.5 100.0 ( 1 ，5때) 

아버지 11.1 36.8 52.1 100.0 ( 190) 
친(외)할머니 12.5 38.5 48.9 100.0 ( 1 ，02이 

친(외)할아버지 21.7 30.4 47.8 100.0 ( 4이 

기타 13.4 36.6 50.0 100.0 ( 194)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0.9 35.7 53.4 100.0 ( 9,652) 
별거/이혼 15.0 37.9 47.1 100.0 ( 960) 

주: 1) 아버지가 안 계신 351명은 제외함. 
2) 어머니가 안 계신 193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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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1)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남성의 흔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반딩1 가급적 지키지않을 지킬 

모르겠다 계(명) 
지켜야한다 지쳐야한다 수도 었다 필요없다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24) 

성교육경험 

경험 유 26.5 41.3 16.7 4.3 11.1 100.0 (11 ，03이 

경험 무 25 .5 26.1 8.5 4.8 35.1 100.0 ( 188)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 유 26.7 42.5 17.5 4.3 9.1 100.0 ( 9,813) 
교육경험 무 25.4 31.4 10.2 4.4 28.6 100.0 ( 1,411)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유 26.5 43.7 17.7 4.5 7.6 100.0 ( 7,665) 
교육경험무 26.5 35.5 14.1 4.0 19.9 100.0 ( 3,561) 

피임방법 

교육경험유 23 .5 43.9 21.0 5.4 6.1 100.0 ( 6，35꺼 

교육경험무 30.5 37.4 10.7 2.9 18.5 100.0 ( 4,869) 
임신，출산 

교육경험 유 26.0 42.6 18.1 4.7 8.5 100.0 ( 8,365) 

교육경험무 28.0 36.6 11.9 3.2 20.2 100.0 ( 2,861) 

미혼모，인공유산 
교육경험 유 24.6 42.9 21.2 6.5 4.9 100.0 ( 2,855) 

교육경험무 27.2 40.5 15.0 3.6 13.8 100.0 ( 8，37이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유 23.9 43.0 20.1 5.6 7.4 100.0 ( 5,901) 

교육경험무 29.5 39.0 12.6 2.9 16.1 100.0.( 5,325) 
기타 

교육경험유 22.8 32.2 14.3 6.0 24.7 100.0 ( 98낀 

교육경험무 26.9 41.9 16.8 4.1 10.2 100.0 (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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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2)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급적 지키지않을 지킬 

모르겠다 계(명) 
지켜야한다 지켜야한다 수도 있다 펼요없다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 ，2 1기 

성교육경험 

경험 유 34.2 39.8 13.0 2.3 10.7 100.0 (11 ,023) 
경험 무 30.7 24.3 6.3 2.6 36.0 100.0 ( 189)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소 이차성정 

교육경험유 34.9 41.1 13.4 2.2 8.5 100.0 ( 9,807) 

교육경험무 29.2 29.1 9.3 2.8 29.7 100.0 ( 1，때15)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 유 35.2 41.9 13.5 2.3 7.1 100.0 ( 7,655) 

교육경험 무 31.9 34.5 11.5 2.2 19.8 )00.0 ( 3，55이 

피임방법 

교육경험유 33.0 43.3 15.8 2.7 5.2 100.0 ( 6,356) 
교육경험무 35.6 34.7 9.0 1.8 18.9 100.0 ( 4,856) 
엄신，출산 
교육경험유 34.6 41.1 14.1 2.4 7.8 100.0 ( 8,350) 
교육경험 무 32.9 35.1 9.2 1.9 21.0 100.0 ( 2,861)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경험유 34.0 41.5 16.7 3.3 4.5 100.0 ( 2,855) 

교육경험무 34.2 38.9 11.5 1.9 13.4 100.0 ( 8,356)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유 33.6 42.1 15.1 2.6 6.6 100.0 ( 5,899) 
교육경험무 34.7 36.7 10.4 1.9 16.3 100.0 ( 5,314) 
기타 

교육경험 유 27.0 32.2 11.7 3.7 25.4 100.0 ( 981) 
교육경험 무 34.8 때.3 13.0 2.1 9.8 100.0 (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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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3)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별로 션혀 

계(명)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26) 

성교육 경험 

경험유 4.1 17.5 36.2 42.2 100.0 (11 ,037) 
경험 무 6.3 12.2 26.5 55.0 100.0 ( 189)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유 4.3 17.9 36.4 41.4 100.0 ( 9,819) 
교육경험 무 3.3 14.0 33.2 49.5 100.0 ( 1,408)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 유 4.2 17.9 36.7 41.1 100.0 ( 7,666) 
교육경험무 4.2 16.3 34.4 45.2 100.0 ( 3,561) 

피임방법 

교육경험 유 4.7 19.2 37.7 38.4 100.0 ( 6,363) 
교육경험무 3.5 15.1 33.8 47.6 100.0 ( 4,864) 

임신，출산 

교육경험 유 4.4 18.6 36.6 40.5 100.0 ( 8,365) 

교육경험무 3.7 14.1 34.4 47.9 100.0 ( 2,861) 

미혼모，인공유산 

교육경험 유 5.6 20.9 36.2 37.3 100.0 ( 2,858) 
교육경험무 3.7 16.2 35.9 44.1 100.0 ( 8,369) 

성병，에이즈 

교육경험유 4.6 19.2 37.1 39.1 100.0 ( 5 ，90잉 

교육경험무 3.7 15.4 34.8 46.0 100.0 ( 5，32기 

기타 

교육경험유 4.6 13.1 36.6 45.7 100.0( 981) 

교육경험 무 4.1 17.8 36.0 42.1 100.0 (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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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4>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흔전 임신 대처 방식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기를수있는 
낳아서는 

구분 낳。J.oJo한다 경워1만 
안된다 

모르겠다 계(영) 
낳아야한다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 ,228) 

성교육경험 

경험 유 28.4 49.6 7.4 14.6 100.0 (11,038) 

경험 무 17.4 38.4 12.1 32.1 100.0 ( 190)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 유 28.8 51.5 7.2 12.5 100.0 ( 9,818) 

교육경험 무 24.5 34.7 9.0 31.8 100.0 ( 1 ，41이 

이 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 유 29.3 51.6 7.0 12.1 100.0 ( 7,6ffJ) 
교육경험 무 25.9 44.7 8.5 20.9 100.0 ( 3，56끼 

피임방법 

교육경험 유 29.3 54.9 5.8 10.0 100.0 C 6，35잉 

교육경험 무 26.8 42.3 9.6 21.4 100.0 ( 4,872) 

임신，출산 

교육경험 유 29.2 52.2 6.8 11.8 100.0 ( 8,364) 

교육경험 무 25.3 41.3 9.2 24.1 100.0 ( 2,862) 

미혼모，인공유산 

교육경험 유 30.0 55.0 5.8 9.2 100.0 ( 2，85잉 

교육경험 무 27.6 47 .5 8.0 16.9 Iα).0 ( 8,373) 

성병， 에이즈 

교육경험 유 29.2 53.4 6.1 11.3 100.0 ( 5,898) 

교육경험 무 27.2 45.0 8.9 18.9 100.0 ( 5,329) 

기타 

교육경험 유 27.9 37.7 6.4 28.0 100.0 ( 98지 

교육경험 무 28 .3 50.5 7‘6 13.7 100.0 (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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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5)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흔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별로 천혀 

계(명) 
찬성안함 찬성안함 

전체 7.2 26.3 40.1 26.4 100.0 (11,229) 

성교육경험 

경험유 7.1 26.4 40.3 26.3 100.0 (11 ，(μ0) 

경험 무 11.6 22.2 31.7 34.4 100.0 ( 189)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유 7.0 26.7 때'.4 25.9 100.0 ( 1,411) 

교육경험 무 7.8 23.3 28.6 30.3 100.0 ( 9,817)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교육경험유 7.4 27.1 40.7 24.8 100.0 ( 7,664) 
교육경험무 6.7 24.5 39.0 29.9 100.0 ( 3,563) 

피임방법 

교육경험유 8.2 29.0 40.1 22.8 100.0 ( 6，36기 

교육경험 무 5.8 22.7 40.3 31.2 100.0 ( 4，86끼 

임신，출산 

교육 경험유 7.4 27.2 40.5 24.8 100.0 ( 8,367) 

교육경험무 6.3 23.5 39.1 31.1 100.0 ( 2,862)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경험유 8.5 29.9 39.8 21.9 100.0 ( 2,857) 

교육1 에 경이험즈 무 6.7 25 .1 40.3 28.0 100.0 ( 8,372) 
서。버 。，

교육경험유 8.1 28.4 때.4 23.1 100.0 ( 5,904) 

교육경험무 6.1 23.9 39.8 30.1 100.0 ( 5，32찌 

기타 

교육경험유 9.3 24.7 36.2 29.7 100.0 ( 985) 

교육경험무 6.9 26.4 40.5 26.1 100.0 (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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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6)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흔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별로 천혀 

매우찬성 대체로차L서。 찬성안함 찬성안함 계(명) 평균1)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 ,213) 2.05 
성교육경험 

경험 유 8.3 22.6 34.7 34.4 100.0 (11,024) 2.05 
경험 무 10.1 21.7 29.1 39.2 100.0 ( 189) 2.03 
성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정 

교육경험유 8.3 22.9 34.4 34.4 100.0 ( 9，80잉 2.05 
교육경험 무 8.7 20.4 36.0 34.9 100.0 ( 1，때8) 2.03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경험유 8.8 23.7 33.6 34.0 100.0 ( 7,660) 2.07 
교육경험무 7.5 20.2 36.8 35.5 100.0 ( 3,553) 2.00 

피임방법 

교육경험유 10.0 26.5 32.5 31.0 100.0 ( 6,348) 2.15 
교육경험무 6.3 17.4 37.4 39.0 100.0 ( 4,864) 1.91 
엄신，출산 

교육경험 유 8.6 23.8 33.5 34.0 100.0 ( 8,358) 2.07 
교육경험 무 7.6 18.8 37.8 35.9 100.0 ( 2，85잉 198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경험유 10.8 26.9 31.1 31.1 100.0 ( 2,855) 2.17 
교육경험무 7.5 21.0 35.8 35.6 100.0 ( 8，35끼 2.01 
성병，에이즈 

교육경험유 10.2 25.6 32.8 31.4 100.0 ( 5,895) 2.15 
교육경험무 6.3 19.1 36.6 37.9 100.0 ( 5,318) 1.94 
기타 

교육경험 유 10.7 19.8 37.3 32.2 100.0 ( 981) 2.09 
교육경험무 8.2 22.8 34.3 34.7 100.0 (10,231) 2.04 

주: 1) <부표 2-30>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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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7) 응답교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소 ;τ t::~'킥r피 jjl 중학교 고등학교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363) (195) (455) (486)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48.9 39.5 56.3 45.7 

중소도시 39.6 41.5 35.4 42.8 

농촌(군지역) 11.5 19.0 8.4 11.5 
성별 

남자 41.1 20.0 34.3 56.1 

여자 58.9 80.0 65.7 43.9 
그」소「너ι스 , 

5년 이하 22.8 25.1 22.9 21.8 
5년 -10년 18.9 33.3 14.3 17.5 

11년 -15년 12.0 7.7 11.0 14.6 
16년 -20년 21. 13.8 24.4 22.4 
21년 -25년 11.4 5.1 13.4 12.1 

25년 이상 13.1 14.9 14.1 11.5 

담당교과 

국어 4.6 6.4 4.3 

도덕 13.9 17.4 15.7 

사회 29.9 28.8 41.9 
과학 3.0 3.7 3.5 

기술가정 18.0 26.2 16.7 

외국어(영어) 4.4 4.2 5.8 

기타 10.6 13.4 11.5 
비해당(초등학교 교사) 1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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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8) 교사의 특성 별 성교육 관련 수업 유무 
(단위: %, 명) 

구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지 않는다 계(명) 

전체 33.5 66.5 100.0 (1,101) 

학교트「성 

남학교 32.5 67.5 100.0 ( 212) 

여학교 31.7 68.3 100.0 ( 224) 

남녀공학 34.4 65.6 100.0 ( 665) 

교직경력 

4년 이하 22.1 77.9 100.0 ( 204) 

5-9년 28.7 71.3 100.0 ( 195) 
10-19년 35.5 64.5 100.0 ( 36이 

20년 이상 41.0 59.0 100.0 ( 332) 

출산경험 

있다 36.4 63.6 100.0 ( 770) 

없다 26.8 73.2 100.0 ( 328) 

〈부표 2-:49)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5.4 64.6 100.0 (36까 

성별 
남자 32.0 68.0 100.0 (122) 
여자 37.1 62.9 100.0 (245) 

학교특성 

남학교 39.1 60.9 100.0 ( 69) 

여학교 42.3 57.7 100.0 ( 71) 

남녀공학 32.2 67.8 100.0 (22끼 

담당과목 

국어 20.0 80.0 100.0 ( 5) 

도덕 29.9 7ιl 100.0 ( 6끼 

사회 27.8 72.2 100.0 ( 3이 

과학 23.1 76.9 100.0 ( 1키 

기술가정 46.8 53.2 100.0 (12이 

외국어(영어) 25.0 75.0 100.0 ( 씨 

기타 76.2 23.8 100.0 (21) 

초등학교 22.7 77.3 100.0 ( 88) 

교직경력 

4년 이하 17.8 82.2 100.0 ( 45) 
5-9년 17.9 82.1 100.0 (5이 
10-19년 35.9 64.1 100.0 (128) 
20년 이상 48.5 51.5 100.0 (13이 

출산경험 

있다 38.4 61.6 100.0 (279) 

없다 25.3 74.7 100.0 ( 8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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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ED) 교사의 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도움 정도 
(단위%， 명) 

적절하지 
전혀 

구분 매우 적절 적절한편 보통 
않은편 

적절하지 계(명) 

않은편 

전체 1.1 20.2 46.3 30.5 1.9 100.0 (36끼 

성별 

남자 0.8 21.3 48.4 27.0 2.5 100.0 (122) 
여자 1.2 19.6 45 .3 32.2 1.6 100.0 (245) 

학교특성 

남학교 0.0 25.0 38.2 35.3 1.5 100.0 ( 68) 

여학교 1.4 12.7 46.5 35.2 4.2 100.0 ( 71) 

남녀공학 1.3 21.1 48.7 27.6 1.3 100.0 (228) 

담당과목 

국어 0.0 0.0 60.0 때'.0 0.0 100.0 ( 5) 
도덕 0.0 23.9 37.3 37.3 1.5 100.0 (6끼 
사회 0.0 11.1 36.1 38.9 13.9 100.0 ( 3이 
과학 0.0 15.4 53.8 30.8 0.0 100.0 ( 13) 
기술·가정 1.6 23.6 46.5 28.3 0.0 100.0 (12꺼 

외국어(영어) 0.0 0.0 50.0 50.0 0.0 100.0 ( 4) 
기타 4.8 14.3 52.4 23.8 4.8 100.0 ( 21) 

초등학교 1.1 20.7 52.9 25.3 0.0 100.0 ( 8끼 

교직경력 
4년 이하 2.2 13.3 48.9 33.3 2.2 100.0 ( 4잉 
5-9년 0.0 16.1 51.8 28.6 3.6 100.0 ( 56) 
10-19년 1.6 24.2 39.8 32.0 2.3 100.0 (128) 
20년 이상 0.7 19.9 49.3 29.4 0.7 100.0 (13이 

출산경험 
있다 0.7 21.6 47.8 28.8 1.1 100.0 (278) 
없다 2.3 15.9 때.9 36.4 4.5 100.0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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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1) 교사의 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학습자의 수준·흥미 적합성 
(단위%， 명) 

매우 적합하지 
전혀 

구분 적합한편 보통 적합하지 계(명) 
적합 않은편 

않은편 
전체 0.5 14.4 41.4 39.0 4.6 100.0 (36끼 

성별 

남자 0.0 17.2 41.8 37.7 3.3 100.0 (122) 

여자 0.8 13.1 41.2 39.6 5.3 100.0 (245) 

학교특성 

남학교 0.0 22.1 23.5 48.5 5.9 100.0 ( 68) 

여학교 1.4 14.1 때.8 35.2 8.5 100.0 ( 71) 

남녀공학 0.4 12.3 46.9 37.3 3.1 100.0 (228) 

담당과목 

국어 0.0 0.0 20.0 60.0 20.0 100.0 ( 5) 

도덕 0.0 11.9 38.8 44.8 4.5 100.0 (6끼 

사회 0.0 11.1 33.3 38.9 16.7 100.0 ( 3이 

과학 0.0 23.1 69.2 7.7 0.0 100.0 ( 13) 

기술가정 0.8 16.5 37.0 42.5 3.1 100.0 (12까 
외국어(영어) 0.0 0.0 25.0 75.0 0.0 100.0 ( 4) 

기타 4.8 9.5 38.1 38.1 9.5 100.0 ( 21) 
초풍학교 0.0 16.1 52.9 29.9 1.1 100.0 ( 8끼 

교직경력 

4년 이하 2.2 17.8 때.0 35.6 4.4 100.0 ( 45) 
5-9년 0.0 14.3 37.5 39.3 8.9 100.0 ( 56) 

10-19년 0.0 11.7 43.0 40.6 4.7 100.0 (128) 

20년 이상 0.7 16.2 41.2 39.0 2.9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0.4 14.4 42.8 39.2 3.2 100.0 (278) 

없다 1.1 14.8 36.4 38.6 9.1 100.0 (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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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2)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단위%， 명) 

매우 필요하지 
전혀 

구분 필요한편 보통 필요하지 계(명) 
필요 않은편 

않은편 
전체 73.4 23.6 2.7 0.3 100.0 (368) 

성별 

남자 68.9 26.2 4.9 0.0 100.0 (122) 
여자 75.6 22.4 1.6 0.4 100.0 (246) 

학교특성 

남학교 82.4 16.2 1.5 0.0 100.0 ( 68) 
여학교 76.1 22.5 1.4 0.0 100.0 ( 71) 

남녀공학 69.9 26.2 3.5 0.4 100.0 (229) 

담당과목 

국어 때.0 60.0 0.0 0.0 100.0 ( 5) 
도덕 67 .2 31.3 1.5 0.0 100.0 (6끼 

사회 69.4 22.2 5.6 2.8 100.0 ( 3이 
과학 53.8 38.5 7.7 0.0 100.0 ( 13) 

기술·가정 75.6 22.0 2.4 0.0 100.0 (127) 

외국어(영어) 75.0 25.0 0.0 0.0 100.0 ( 4) 

기타 85.7 14.3 0.0 0.0 100.0 ( 21) 

초동학교 78.4 18.2 3.4 0.0 100.0 ( 88) 
교직경력 

4년 이하 80.0 20.0 0.0 0.0 100.0 ( 45) 

5-9년 89.3 8.9 1.8 0.0 100.0 ( 5이 
10-19년 67.4 27.9 3.9 0.8 100.0 (129) 
20년 이상 70.6 27.2 2.2 0.0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72.8 24.4 2.9 0.0 100.0 (279) 

없다 76.1 20.5 2.3 1.1 100.0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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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3)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수업시 애로 사항 
(단위: %, 명) 

내용 
보조 

가치관 
수업 

모르 
구분 

진부 
자료 

차이 
방법 기타 

겠다 
없음 계(명) 

부족 모름 

전처l 24.7 35.3 13.0 17.4 5.4 1.4 2.7 100.0 (368) 
성별 

남자 25.4 38.5 17.2 13.1 2.5 0.0 3.3 100.0 (122) 
여자 24.4 33.7 11.0 19.5 6.9 2.0 2.4 100.0 (246) 

학교특성 

남학교 39.7 23 .5 16.2 8.8 7.4 1.5 2.9 100.0 ( 68) 
여학교 31.0 39.4 9.9 12.7 4.2 1.4 1.4 100.0 ( 71) 
남녀공학 18.3 37.6 13.1 21.4 5.2 1.3 3.1 100.0 (229) 
담당과목 

국어 20.0 40.0 20.0 20.0 0.0 0.0 0.0 100.0 ( 5) 

도덕 35.8 29.9 16.4 14.9 3.0 0.0 0.0 100.0 ( 67) 
사회 27.8 30.6 25.0 11.1 2.8 0.0 2.8 100.0 ( 36) 
과학 0.0 38.5 30.8 0.0 7.7 7.7 15.4 100.0 ( 13) 
기술·가정 29.1 39.4 10.2 9.4 5.5 3.1 3.1 100.0 (127) 
외국어(영어) 0.0 25.0 0.0 75.0 0.0 0.0 0.0 100.0 ( 4) 
기타 28.6 28.6 4.8 19.0 19.0 0.0 0.0 100.0 ( 21) 
3:.τ t:r 등닝 f.iíl. 14.8 37.5 6.8 31.8 5.9 0.0 3.4 100.0 ( 88) 

교직경력 

4년 이하 28.9 때.0 6.7 15.6 6.7 2.2 0.0 100.0 ( 45) 
5-9년 23.2 33.9 7.1 25.0 7.1 0.0 3.6 100.0 ( 56) 
10-19년 24.8 31.8 15.5 15.5 5.4 2.3 4.7 100.0 (129) 
20년 이상 24.3 37.5 14.7 16.9 4.4 0.7 1.5 100.0 (13이 

출산경험 
있다 23 .7 35.5 14.3 17.6 5.0 1.1 2.9 100.0 (279) 
없다 28 .4 35.2 9.1 17.0 6.8 1.1 2.3 100.0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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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않끓 
용 인 번 X 
제 0602 a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안국보건사회연구웬 

2007년 1월 

미혜세대의 결혼·자녀·양성명등에 관한 
가치관 초사 

(학생용) 

고유번호 1 시도영 | 시군구영 악교구분 학교특성 | 악년 l 반 | 응답지일련번호 

1 

8 

’口@ 남악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샤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11 112-14 

짧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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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r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풍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7R 초 • 중 • 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웅답한 내용은 

결혼I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랩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웅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t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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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학생 본인과 가족얘 관한 질분입니다. 

@ 해당란에 Ql를 빼주세요. 

1. 악생은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口@념학생 口@여학생 

2. 학생의 영져|져애는 몇 영입니깨 (악생 본인은 포힘야지 않음) 

구톨 91 

행{Q버 L그 

누냐l언니 D 
닝동생 c그 

여똥생 [그 
g 형지l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η’ 명으로 기입해 주셰요. 

3. 학생 본인을 포함이어 형제자매 수가 어명다고 생각마세요? 

口@많g 명이다 
口@잭당빡 

口@적음편이다 
口@모르겠다 

다
 

A
‘ 

? 

다
 
계
 

빼
 께
 벤
 

빠
 
셔
/
‘
 대
 

으
」
 
약
 뼈
 

끼
김
 φ
 @ 

「T
디
 口

이
「
 

뺑
 

A
셔
 

口 @ 。뼈:"1만 생。r 계샌다 

口@모두안껴앤다 

5 학생의 어머니와 야벼지는 이혼 쨌거나 별거 층인가요? 
:T< 얼거란? 이혼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훌 말합니다. 

口<D 011 口@야니오 
口 @ 부모념 종 한분만 냥。r계시커냐 모두 안껴앤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준론 누가 학생을 키워추셨나요?(1가지만 응답빼 주세요) 

口 @ 머머니앙 。뼈지가 함께 口 @ 어머니 
口 @Ot버지 口 @ 천혈머LI(외할머니) 
口 @ 천향뼈지(외형。뼈:<:'1) 口 @ 뺑1빼 
口@이웃 口@도우디1 。얘머니 
口@기탁 



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롤 어디까지 냐오셨나요? 

口@학교를맨영다 
口@충@파 

口@대학교 

口@모르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냐오었나요? 

口@학교롤 Q디t경다 

口@중헥교 

디@대학교 

口@모르갯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싱으세요? 

口@중학교 
口@대학교 

口@챔혹파 

口@고등학교 
口@대학옆 

口 @ 。뼈"Pr 안께샌다 

口@초짧교 

口@고용학교 

口@대학댐 

口@어머니가안계샌다 

口@고등학교 
口@대학얻 

10. 현재 학생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때 일을 야고 계세요? 

口@ 두 열 모두 연올 6앤다 口@。뼈지받연 6씬다 

디@어머니만연 5앤다 口@두 분 모두연을행앤다 

11. 학생은 연재 진헐머니(외할머니) 또는 진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디@예 디@야Lj2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야기어| 집안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디 @ 매우 장 샤는 명이다 口 @ 당 샤는 편이다 

口@뿔이다 口@못샤는명이다 
口 @ 매우 못 샤는 명이다 口 @ 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口@불교 
口@천주교 
디@종교없용 

口@깨샌교(기독교) 
口@기탁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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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학생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닝 충 안분만 거|시는 학생도 용답여1 주세요) 

口@매우 종걷 명이다 

口@뿔이다 

口@매우 냐볕편이다 

口 @ 。뼈 :<:1와 어머니 모투 qJ-.께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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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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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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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口@종일 맹이다 

口@냐뽑명이다 

口 @ 총음:<:1 냐뽕지 모르겠다 

口@좋딛 명이다 

口@냐벌뺑|다 

口 @ 종닫:<:1 냐쁜지 모르겠다 

16. 학생은 가측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명게 생각g써|요? 

구 벌 
매우 대쳐|로 ~로 천혀 

한성함 판성함 챈1P .. ~압 챈λ용l!<갑 

1) 이버지냐 어머니가 혼작셔도 지녀흘 장 키을 수 있다고 생각 qj봐 口@ 口@ 口@ 口@

2) 경흔하지 않야도 자녀를 ?~:쟁 수 있다고 생각 qjκr 口@ 口@ 口@ 口@

3) o，!，q함 。101도 내가 t냥g 착석과 강이 。n쟁올 갖고 장 키울 수 

있다고생각호봐 口 CD 口@ 口@ 口@

r!F 윌윌민림Z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알합니다 

4) 셔영(부부 종 한 샤령。l 샤맹)이냐 이혼 후에도 지1혼올 해셔 
口 CD 口@ 口@ 口@

새 삶올 시작하는 것이 총다고 생각 qjκr 

'>) 닝녀가 샤랭한다댄 경흔하지 않고 함께 샤는 것도 괜짱다고 
口 CD 口@ 口@ 디@ 

생각한다 

b) 외국엔과 경혼해도 생관 없다고 생각핫κr 口 CD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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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혜당란에 되를 빼주세요. 

혼δ| 챈부모와 함께 샤는 가쪽을 Oi~펴엔 ?t.쪽형태랴고 E양햄니다. 그러냐 최곤쩌l는 부모냄 중 

한 발하고만 시는 가정， 왜혼 부모냄과 함꺼| 샤는 가쟁~청저따며툴끼리II:lt 샤는 ?r.쟁， 형。I버지 
(혈머니) 하고만 샤는 ?r챔 퉁 디햄한 ?t쪽형태가 정쟁 늘어냐고 댔슐니다1 

(@'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따고 있는 다양한 가축행태에 대애 어명께 생각하세요? 

口@ 댁짧 ?쩍쌓H도 멜뺏1::>1'웹 口 @ 연뺀。~?團1 。띤 경우 δ뺑| 
햄북t양 경!"!Ct 못앨 ?pl다 

口 @ 행복과 툴햄을 ::>t쪽 형태Qj" 생폈다 口 @ 모르겠다 

18. 학생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야는지 견댄맡 응답째 추세요. 

口 @ 부모녕의 병거이혼채혼이 <;j，lOt져셔 口 @ 쩌의 교육융 외해 따로 생。fOi 해셔 
口 @ 부모엠| 편않으시거냐。쩔 툴。p써셔 口 @ 부모명l 뺑|로 빽를 툴볼 수 없어셔 
口@모르겠다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운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측에 대딴 내용은 어떤 시죠벼l 배웠는지 모토 응답째 추세요‘ 

口@국어 口@도댁 
口@앵l 口@과학 
口 @ 기울?썩(면) 口 @ 외국어(영어) 
口 @ 특뺑똥이냐 채親(교과 외 시캔 디 @ 기탁 과목 
口명배용적없다 

20. 가측에 관한 애용 충 어떤 애용용 배웠는지 모토 응답째주세요， 

口 (D::>택의 소중함과 충요생 口 <2l::>쩍의 햄티m :;>，짧l 역할 
口 @::>t촉 의석주어1 ，관한 내용 口 @ 가혹 내 닝녀 칸 역할명등 
口 <5pt촉구성얻건의 ?뚫과 화해 디 @ 가혹과 이옷의 관껴| 
口 (f) ::>t측과 앵J ， 국?펙 관겨l 口 @ 기탁 
口뺑배용잭었다 

21. 수업시간에 가측에 관만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끄댄맡 응답애 추세요， 

口 @ 삭생한IOPI라서 지루뺀 口 @ 화목한 가정용 만툴어쨌다고 생행 
口 @::>쩍낀팩 ?끓용 한|륭껴l 곡북6운박필 연게 되었다 口 @ 강동 없는 。얘잭 ?샘 톨외기만 다루고 댔어 

현'-;!과 ';],101 다르다고 생각했다 

口@아무생각이안툴었다 口@기탁 

口@배문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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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결혼얘 관한 질문입니다. 

1. 결혼에 대때 어명계 생각하세요? 

디@반드셔해야웹 

口@해도 종고 하지 빵도 종다 

口@모르겠다 
맹
 

다
 

￡6
 

케
 

이
 

」
τ

멸
 
않
 

핸
 빼
 

@ 

@ 
口
口

2. 사람들이 결혼을 딴다연 몇 얄세| 하는 것이 종다고 생각g써|요?(이냐의 연령만 기입에 추세요) 

1) 밝亡E그세 
2) 여다:IT그서| 

3. 학생은 결혼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명계 생각야세요? 

구 월 
매우 디1쳐l로 t영로 천혀 

한λ녕t양 찬J녕t양 한‘힘}항 판A힘1행 

1) 견혼% ?IPJ보다 가측건의 관껴l룰 댄저 생각융IP~ 힌다 口 (j) 口@ 口@ 口@

2) 마땅한 생대흘 단뼈찌 못히댄 경혼올 팍 항 면요는 없다고 
디 (j) 口@ 디@ 口@

생각한다 

3) 잭당올 구하지 못하거냐 안쟁원 직장용 가지지 못히댄 
口 (j) 口@ 口@ 口@

~흔올 늦추거냐 안할 수도 댔다고 생각 화봐 

4) 켠혼샤빨올 유:"'1할 정도로 수익!P I 총분ôlP~ :정혼올 항 수 잊다고 
口 (j) 口@ 디@ 口@

생각한ct 

양) 내가 하고 λ깊은 공부냐 Oi올 하기 의해 ~혼올 OJ- ê양 
口@ 口@ 디@ 口@

수도댔다고생각한닥 

b) 톡샌(혼자 샤는 것j의 쌀용 즐기기 의해셔는 견혼을 만 항 
口 (j) 口@ 口@ 口@

수도댔다고생각힐봐 

미) 견혼 샤뽑。l 부당스러우댄 견혼올 OJ- 항 수도 잊다고 생각 한다 口 (j) 口@ 口@ 口@

8) 견혼은 보통 샤령틀。| 경혼히는 니야겨l δIP~ 한다고 A웹 tï,1Cf' 口 (j) 口@ 口@ 口@

g) 샤뀌는 사령이 있으댄 ~혼음 그 샤랑과 δ1P~tï，1Ci고 생각 "ltκt 口 (j) 口@ 口@ 口@

1 0)견흥과 관계없이 A녕관께훌 ?t";! 수 앗다고 생각 "ltκr 口 (j) 口@ 口@ 口@

11)부부낀의 뿔을 해견할 수 뽑땐 이흔한 께 댄r.고쟁i tï，1Cf' 口 (j) 口@ 口@ 口@

12)작녀가 였어도 이혼할 수 댔다고 생각 한탁 口 (j)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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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口 @ 경혼항 생2/01 댔다 口 @ 견혼항 생:>-JO I 없다 口 @ 모르겠다 

5‘ 악생이 결혼을 Eκ뻔 ‘결혼할 시람’ 의 초건으로 충요01다고 생각야는 것올 보기어|서 순서대로 3가지 까져만 

응댄n추서|요 . 

• 헛댄째중요한것( l 두날때1 종요한것( ) • 서l 박뼈1 중요한것( 

< 보 기 >

(D외모 동 샌체적 조건 @컨갱 @ 잭C낌(직종 맺 직입) 

@)'A져l력(소득， 채싼 동) @앤E엉 @학혁 

@ 핵맹(유명한 학교흘 니온 껏) @녕격 @멜용과샤량 

@종교 @ 궁행 @t성X페순밍(장냥， 당녀 등) 

@)7r정함갱(부모냄， 형저IC갖 천척 관껴1 ， λ성장 배경) 

@ 훌샌지역(배우착 'il'i!01 뿌리내리고 었는 지역@) 기탁 조건 

@ 조건 없다 @ 경혼할 생끽이 없겨냐 :영혼항지 모르겠다 

뚫뿔뚫훌 ̂~년에 관한 질문입니 q ， 

6. 샤람들이 어른이 되언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口@꼭잊어。F 햄 

口@없어도생관없다 

7 학생은 앙으로 자녁를 둘 생각이서|요? 

口 @ 반드시 :q-녀롤 :>t:q고 상다 

口@ 명로 가지고 λ냥지 잎빡 

口@모트겠다 

8. 학생은 앞으로 맺 명의 자녀릅 둘 생각이서|요? 

口@댔는 것이 없는 것보다냐올 것이다 

口@모르겠다 

디 @ 가능빼 가지고 A갚다 

디 @ 전혀 가지고 양l 잎딱 

口@。명(떠를둘뺑!뺑口(D I명 口 @2명 디 @3명 

口@나명 口@t;명이생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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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이 자녀률 훈다면 혹 아둠올 갖고 싱으세요? 

口<D 011 口@。κ12 口@짜녀를 툴 생끽。l 없다 

10. 학생은 지녀를 둘 생각이 및단옆， 가장 충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끄맨맡 용답쩨주세요. 

口 @ 대롤 이어。F δ에까 口 @ 늙어셔(노후어1) 외륨지 않?I 외해셔 
口@ 늙어셔(노후에) 갱적떡으로 의지항 수 댔g므로 口 @ 부빌관껴p~ 더옥 종。r지니까 
口 @ 자녀룡 키우는 것을 설의 종요한 가지이자 보령이니까 

口 @ 견혼6맨 。101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口 @ 부모녕올 기쁘게 해 드리기 의6뻐 

口@빡 口@모르겠다 
口 @ 다녀흘 툴 생?..(O I (없다(또는 경쟁없| 못했다) 

11. 학생은 지녀를 둘 생각이 월단멸， 가장 충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낀댄맡 용답쩨 주세요. 

口 @ 뼈| 빼。햄합교뿜p~뺑| 흩기 때몽에 口 @ 부부댄의 시칸과 행복이 중어드니까 
口@ 내 연011 천냉하고 냥어셔 口 @ 착떠 힘든 용부륭 하케 되므로 
口 @ 자녀가 학교냐 앵빼 명따(뺑)흘 당할ηt 염려 되어셔 

口 @ 부모냉올 툴보는 것。l 어려툴 것 ?밑써 口 @ 기탁 
口 @ 모르겠다 口뺑 뼈흘 을 뺑1 CJR{또는 쩔~:q 했b 

12. 학생은 지녀어| 대만 다음의 내용어| 대쩨 어땅계 생각야세요? 

구 불 
매우 다1쳐l로 t셜릎 천허 

판냉t앙 창녕함 챈A암R압 한A웅긋R양 

1) 부모가 되는 것을 댄생이l셔 가찌 댔는 OJ미랴고 생작 한다 口 <D 口@ 口@ 口 @i

2) 자녀흘 냉。IOI'lí 부부가 셔회적으로 댄쟁탤는다고 생각 ti!κr 口 <D 口@ 口@ 口@

3) 착녀가 댔으댄 부부관계가 더 총。r진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디@ 口@

4) 자녀가 댔는 J.-f랑틀음 노년011 c킬 외륭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口 @I

양) 지녀가 있으댄 늙어서(노후머에 갱제쩍므로 도용을 받용 수 잊다고 
口 <D 口@ 口@

생각êi!κr 

b) 자녀를 통해 부모의 홈올 。1루는 것g 바랑직 하다고 생각 ti!κr 口@ 口@ 口@ 口@

디) 직E팩 대률 맛기 입해 잭녀룡 두는 것g 탬연하다고 생각 êi!봐 口 <D 디@ 口@ 디@ 

8) 자녀를 갖는 것딛 샤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êi!κr 口 <D 디@ 口@ 口@

g) 뼈V익 C양육도 종.Q.ôκI'l!' 부뾰1 )，뺑이 더 중요ô!Ct끄 생각 한다 口@ 디@ 口@ 口@

1 0)작녀의 교륙음 험틀더랴도 필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口 <D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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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롤 키우는 방법이| 대한 교육옳 받은 적이 있으세요? 
g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란? 훌산. 아이 률보기， 교육 둥올 밑합니다. 

口@여| 口@。κ|오 

口@예 

14. 학생은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빙뱀에 대애 배워야 딴다고 생각g써|요? 

口 ~Ot니g 

，、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O[벼지악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명야거l 냐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야서|요? 

口@매우 그형다 

口@탤로 그형지않다 

口 @ 。뼈져 또는 어머니가 뺀|샌다 
뺨
 

다
 렉

 뼈
 

대
 

전
 

@ 

@ 

口
口

16. 일반적으로 부부 층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혜 등)을 애아 한다고 생각야서|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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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적으로 부부 충 누가 지녀를 돌봐아 딴다고 생각따세요? 

口 @ 천적으로 부엔。1 빠 한다 

口 @ 부부가 함찌 δHot 뺨 

口 @ 천적으로 맴미 ôHOt 한다 

디 @ 대져|로 부엔。lô빠 한다 

口 @ 대쳐|로 닝훤。| 빼 웹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충요한 일은 누가 결정때야 한다고 생각야서|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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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口

口

口@대쳐|로 부엔。|빠함 

口 @ 대쳐|톨 맴。lô빠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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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은 부부의 역힐어l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명게 생끽g써l요? 

구 염 
CH~ 대체로 '1로 1젠t써 

챈얘항 찬성t양 챈풍깃R양 챈생격빠 

1) 녕혐g 잭영융 ?κ|고 。뼈논 ?I정올 툴보는 ?FI 종다고 생각 ttlCt 口@ 口@ 口@ 디@ 

2) 밍뻗이 벌부의 경우011도 가흑의 생껴|는 녕I밝1 책염져10， 한다고 
口 Q) 디@ 口@ 口@

얘각Iï!κr 

3) l냥I원도 。tLff앙 마찬가지로 잭녀률 짤 흘블 수 잊다고 생각 Iï!κr 口 Q) 디@ 디@ 口@

다음은 성교육에 관안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몬둔 응답쩨주세요. 

口 @ 생'>P I 구조， 。總 口 (îJ 01햄1， 엠껴L 혼천순견 口 @ 피뺑 
(영경1 몽쟁 

口 @ 멍샌， 충상 口 @ 미혼모， 댄용유상 口 @ 뱀， OIPI즈 

口@기탁 口@썽교육융뱉적이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도용이 되었나요? 

口@매우 도용이되었다 口@약깐도용。l 되었다 口@뿔이다 

口 @ 벚로 도용이 도l디 (뽕밤 口 @ 전혀 도용이 되지 (웹밤 口 @ 얘교륙올 뱉 적이 없다 

3.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여| 성에 대한 정보를 추로 어디에서 얻는지 1가지만 응답때추서|요， 

디@형제자매 

口@앤터넷(동뺑) 

디@챈구냐샌후배 

口 @TV

口@부모냐천댄척 

口 @ 비Cf Q(CD ， DV이 

口@환.1 ， 단회 

口@기탁 

口 @ 앵j 종교딴쳐I(청소년단체， 교회 등) 

口@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추로 어땅계 얘결야고 있는지 1가지만 응답째주세요‘ 
... 가장 최근메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추세요 

口@부모암햄 口@형저l다며앙생당 

口 @ 생당천문?빠 생땅 口 @ 친구냐 션배와 앙당 

더@댄터넷또는 PC 통샌 디@혼자해견 
口@해견하지 못하고뺨 口명고댄한적없다 

口@학교생생닝과생당 

口@생교욱관련잭 

口@기탁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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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째 얼마나 잘 알고 있냐요? 

구 분 
매g 。r는 모르는 전혀 

장q]봐 멍이다 명이다 모흔다 

1) 피밍덕뱀에 대히여 앨고 잊다 디 <D 口@ 口@ 口@

2) 댄용유션의 부작용이 대하여 C양고 있다 
디 <D 口@ 口@ 口@

l?믿공월쁘l헬 S씬한 경우 0/0 1흩 없| 뾰 잃램 없K는 것 

3) 생뱅， 이PI:;5. 여탱 탱t생객| 대하여 "{고 있다 口 <D 口@ 口@ 口@

4) l냥녀의 샌쩌l적 구조에 대히여 C양고 댔다 口 <D 디@ 口@ 口@

';) 영샌 맺 총싼과정에 대히어 C양고 있다 口@ 口@ 口@ 口@

6. 학교에서 출t뻐| 대한 내용은 어떤 시 ~tojl 배웠는지 몬둔 응답때 주세요， 

디@국어 

口@과학 

口@도덕 

口@기울캡(얘펴 

口@샤회 

口@외국어(뺑) 

口@기탁곽목 口 @ 특명훨똥이냐 재량혈동(교과 외 셔겐 

口뺑배용적없다 

7‘ 출t뻐1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약생은 준론 어떤 생각을 하계 되었는지 끄댄맡 응답얘주서|요" 

디 <D Ot는 내용。l랴 지루하고 채미없었다 口 @ 생명익 탄생 과정을 멤| 되어 샌Jlõt:u 
재디l'lt댔다 

口 @ 충성。l 샤회냐 국Jt.룡 의해 종Qõ봐는 
컷올 。M<J.밤 

口@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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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진어1 순결을 지격야 얀다고 생각아서|요? 

디@반드시 지켜야함 口@가공적 지역야한다 

口@쩌면요가없다 口@모르겠다 

口@X:I키지 영을 수도 았다 

9‘ 딱생은 엘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얀다고 생각야세요? 

口@반드시 지켜야웹 口@가공적 지켜야한다 디@지키지않을수도댔다 

口@지켠면요가없다 口@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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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획생은 일반적으로 결혼야지 않은 남녀가 임신올 했다면 어명게 때야 한다고 생각6써|요? 

口 @ 냄。IOr 양빡 口 @ 0101를 기룰 수 댔는 갱우어l만 낳는다 

口@，용。써는안원다 口@모르겠다 

11 학생은 지음 이성교제를 야고 잉냐요? 

:씬 
‘ l ‘ ‘ ι 

口 φ 현재 교제 종이다 口 @ 교적헨 혜| 댔으나 "1옆 없다 口 @ 교져| 한 적이 ‘없다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게 낭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잉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지하는 해당란에 g를 해주세요. 

q얻로 우랴.ji랴엔구::>t 중어틀 갱PI랴고 뺨l다 。l갤 우리니받 각 ::>p행써 。101롤 낳져 않껴 적꺼l'함 앗기 때문양l다 

<F 12번‘ 13번 운행l 대해 응답해 주서l요 

12. 아이를 적계 낭거나 낭지 않으려고 아는 간잘효프할의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서|요? 

口 <D 0101률 키우는 연이 힘을어셔 口 @ 늦을 켠혼으로 충성의 시기률 놓쳐셔 

口 @0101를 교육시키는데 톤이 뽕1 틀어셔 口 @ 부모가 모두 연을 빠 하므로 

口 @ 자(녀흘 키우는 。뺀 댐01101고 양l 영。에 口 @ 키탁 

13. 우리나라 인구가 율어들연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여서1요? 

口 @ 샤랑툴 .l..f0 1에셔 경쟁올 δ버냐 다툴 I~@ 냐리의 햄IQ빼장 것이다 
。j이 중어틀 것01다 

口@ 공해::>t 중어틀어 BII적한 함갱이l셔 IJ@ 연할 샤랑。1 충어틀어 여러 가지 문제가 
λ양 수 잊을 것미다 생견 것이다 

口 @ 식량과 주택 부쪽 문져Pt 해견 멸 것이다 口 @ 우리가 셔딩올 지공보다 댐이 니야 할 쟁l다 

口@기탁 

14. 학생은 우리L리에서 이01를 적게 냥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연S배| 대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잉나요? 

口@에 口@。며오 

훌훌 
랫뀐깅 

ζ〉



부록 229 

15‘ 학생은 아이훌 적계 냥고 노인들이 많야지고 있는 연상을 때결야기 위때 국가가 무엇을 아고 있는지에 대째 
동어본 적이 있나요? 

口@여| 口@。여g 

16 학생은 휠아버지， 힐머니와 같은 집에서 망께 샤는 것에 대때 어떻게 생각아서|요? 
:i 할아버지. 힐머니가 톨아가신 학생도 응답해 추세요 

口@매우 종올 갯?맨 

口@싫왈것강다 

口@모르겠다 

口@종올것?맨 

口@매우싫툴것갤다 

17. 학생의 부모닙이 노인이 되언 준론 누가 돌봐야 딴다고 생각아서|요? 

口 @ 부모냉 스스로 해견해야 한다 

口 @ 앵j냐 국?ηr 툴봐야 함 

口(2)?쩍。| 흘봐야함 

口@모르겠다 

으C강-ππ 

힘툴1'1만한문항도 
빠점없이 용댐OH 주서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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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가치관Oß 관안 질운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때 어명거l 생각하세요? 

구 환 
매우 대져1로 멸로 전혀 

챈얘t양 챈얘t양 챈ι암뻐양 챈A엄R양 

1) 남짜틀이 부역9!올 하는 것음 보기0\1 좋지 요얻r 口 <D 口@ 口@ 口@

2) 돼， 댐과 강g 채싼올 l냥I원과 。t니1 공똥 이름으로 회는 갯홀 한생한다 口 <D 口@ 디@ 口@

3) 녕껴지냐 빵리합 강.g "f1!" OJ음 녕지와 여자-::>r 다 흰| 빼야 한다 口@ 口@ 口@ 口@

나) 직챔의 태를 。1어가끼 외해셔 야틀。l 있어야 핫lCt 디@ 口@ 디@ 口@

탕) otLll>!t 녕혐g 직요펙 모톤 。멤1 대õll'예 똑경음 견쟁편을 ::>r져야 한다. 口@ 口@ 口@ 口@

b) 여자는 샤C겁머| 관한 종대한 경정흘 남자C깐콩 짱 내리지 못한다 口 <D 口@ 口@ 口@!

η) 닝작는 가쪽의 생계를 잭염지기 때면l 여작보다 웰융올 더 많。l 받。roHi!κr 口 <D 口@ 口@ 口 @I

8) 착생부룡이냐 확샤는 녕자잭얻보다 여작잭옆이 하는 것이 어올렌다 口 <D 口@ 口@ 口 @I 
9) 여작가 I안샤·검사앙 7함Il냥착툴。l 주로 멜3펴 직업을 갖는더l 찬성한다， 口 <D 口@ 口@ 口@

l 。)념작?r Ol작앙샤뻗1써연δr는것일바랑직하l 않K각- 口@ 디@ 口@ 口 @I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이l 대때 충요하다고 생각야서|요? 

구 불 
매우 ‘ 대‘쳐1로 r ι t옐로 천허 홍요 

종Qt양 종요t양 충Q 'iJ，1-t양 않t양 

1) 편C맨생활 口 <D 口@ 口@ 口@

2) 풍요로운 툴쟁A용할 口@ 口@ 口@ 口@

3) 더붕어 샤는상 口 <D 口@ 口@ 口@

4) 다른 셔r즉엠l께 I1;!요한 샤랑 口 <D 口@ 디@ 口@

팅) 작유로용 생활 口 <D 口@ 口@ 口@

b) 연Z뻐| 대한샤량 口@ 口@ 口@ 口@

η) 화묵한 가정 디 <D 口@ 口@ 디@ 

ß) 여가생활 口 <D 口@ 口@ 口@

9) 샤회잭으로 민쟁 받는 껏 口 <D 口@ 口@ 口@

1 0)다른 샤랑틀에게 명형항 수 있는 힘 口 <D 口@ 口@ 口@

11)목표룡 딴얘하고 생용하는 껏 口@ 口@ 디@ 口@

@ 학맹 여러분! 고I맙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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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결혼· 자녀 .Od썽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fXY7년 1월 

결혼·자녀·양성명등에 관한 교육 실태 초샤 

(교사용) 

고유번호 | 시도명 시·군·구명 악교구분 악교특성 

2-3 4-6 7 8 

※짧 *김휩 ‘: 口 @ 조둥악교 口@남학교 
口@중악교 口@여악교 

2 | 口 @ 고음악피인문제) 口 @ 남녀공악 
口 @ 고등악교(실업꺼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악년 1 음맑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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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통으로 

r결혼·자녀·양성평퉁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7~ 초 • 중 · 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I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웅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l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문 



l 다음은 서출산 고렁사회에 대비힘 빠육 llJ융에 핀한 샘을I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I 

훌 션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며를 해 주쩨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렁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233 

* 이 왔~는 기업 <w합 
I CARD I 

I 01 I 

口@매우심각하다 口@심각한편이다 | 口
口 @ 보흉이다 口 @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디@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쿄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필요하다 口@필요한연이다 1 口
口 @ 보통이다 口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띨요하지 않다 

3. 저출산·고렁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필요하다 口@필요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펼요하지 않은 면이다 
口@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힘)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I 
질문입니다 I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십번으로 가시오) 口 @ 아니오(σ 5번으로 가시오) 

※ 4번 문항에서 CD을 선택하신 분만 4카이|서 4-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E멸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슴하}십니까? 

口

口@매우적절하다 口@척절한편이다 | 口
디 @ 보롱이다 口 @ 척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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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힘핸}고 A램짧니ηp 

口@매우객합하다 口@척합한편이다 | 口
口 @ 보흥。l다 口 @ 척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합하지 않다 

4-3. 교과서에 제시된 훌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口@충분히 반영하고있다 口@반영하고있는뺀다 j 口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4-4. 교과서에 제시된 훌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충분하다 口@충분한편이다 | 口
口@보통이다 口@부족한편이다 

口@매우부족하다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척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절하지 않다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준룩 무엇입니까? 

口 @ 내용。1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초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口 @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口



부록 235 

「꿇은 가족에 대힌 학교교육 실태늘 일이보기 위한 질운입니다 l 
5. 현재 선생님께서는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 @ 예(σ 5-1번으로 가세요) 口 @ 아니오(σ 6번으로 가세외 口
썼 5번 문항에서 (í)를 선택하신 분만 5-1에서 5용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매우적쩔하다 디@적철한편이다 1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절하지 않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ζ념}십니까? 

디@매우적합하다 口@적합한편이다 | 며 
口 @ 보통이다 口 @ 척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전혀 적합하지 않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 @ 충분훌l 반영하고 있다 口 @ 반영하고 있는 뺀다 10 
口 @ 보통이다 口 @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과서에 저μ|된 기족 E랜 내용의 분행| 교육목표툴 달성해l에 적절승}다고 
쟁현냄1...P7f?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쩔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ηf? 

口@매우적절하다 口@적절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口@ 전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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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족에 관한 수업울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톨 뺨l키기가 어렵다 | 口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죠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씩 쩨관과 다른 경훼 있어 어떻게 7념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口 @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엽방법율 잘 모른다 

口@기타 口@모르겠다 

口@애로사항이 없다 

「 다음은 항후 출산 및 가족 친화직교1관뚫 꽤」짧꿈쾌H댐웹 
개선하고자 힐할「 때 고려해o야t 할 내용어에1 관힌한} 실문입니다 I 

6 학교교육에서 출산(Pl구 포함) 과런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 @국어 口 @ 도덕 口 @째 

口 @ 과학 口 @7않 7냉(실패 口 @외국어(영애 

口 @ 특별활동。따재짧풍口 @ 기타 

7. 학교교육에서 가족 고}혀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η중복응답 가능) 

口 @국어 口 @도덕 口@째 

口 @과학 口 @기술 7냉(실패 口 @외랙(영에 

口 @ 탤훨。따재뽑동 口 @ 기타 

8. 학교교육에서 출시 ;':1화적 가치과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홉학교저핸뿜 O핸-3빽 

口@협샘터 

口@효혁교햄뿜어핸빽 

口@고둥핵교멍펙 

9 학교교육에서 가족 친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찮학교뺀밤1 (1핸녕빽 

口@중학과뿜 

口@ 초동학교 고학년부테4학년냉학낸 

口@고동학교부터 

많뀔 

많뀔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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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신(인구 포함)에 관한 교육뀌용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출산이 개인척 차원올 넘어 사회 꽉와 판계가 있끓 인식하도록 개션한다 | 口
口 @ 져출산의 원인1 실태흩 갱확하거:1 01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션 한다 

口 @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펼요가 없다 
口 @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묘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항시킬 필요가없다 

口 @기타 디@모르겠다 

11.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패간내용외중복J꿇피해야뺨 10 
口 @특정 7깨}랩되는總2밟網한다 

口 @ 학생들의 학습풍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口 @ 시대성과 쐐성을 반영해야 한다 

口 @기타 口@묘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과}7} 환및 7펙친햄내뿔잘 7념칠수있혈과연똘실시한다 | 口
口 @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口 @ 재體동 시간이나 특별휠동 시간 동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화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口 @ 출산 및 7똑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챈자료를 개벌뼈 보급한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I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口@예(얘1번으로가세외 口(î) (cr때때 1번문항앞쩨외 | 口
※ 13번 문항에서 @을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5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ðOI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口@있다 口@없다 |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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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척절하다 口 @척철한편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절하지 않옹 편이다 
口 @ 전혀 척컬하지 않은 연이다 

13.3. 쿄괴서에 제시된 성교육 표랜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적합하다 口 @적합한연이다 | 口
口 @ 보통이다 口 @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口 @ 전혀 척합하지 않은 편이다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필요하다 
口 @보통이다 
口 @전혀 필요하지 않다 

口 @필요한편이다 
口 @필요하지 않다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口 @ 내용。1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口 @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챔가 부족하다 

口 @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렵다 

口 @ 성에 관한 태도나 쩨판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口 @기타 디 @모르겠다 

口 @애로사항이 없다 

口

口



| 다음은 일반적 가지 측점에 관한 실문입니다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께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풀 거부힌디연 1점을 골라주시고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디면 2점 극히 중요다면 9점으로 

할 때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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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뉘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 점 수 

1) 맹풍 (모두에게 기회가 퉁퉁함) 

2)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랍들로부터 인청과 존경을 받는 것) 

S) 권위 (다른 사랑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6) 사회 정의 (불의를 바로 잡음， 약자를 보살핑) 

7)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업) 

8)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합) 

9)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항) 

1이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11)정직 (거짓 없음/ 진실함) 

12)도웅이 됩(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3)성공 (옥표를 달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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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다음은 암성펌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l 
2 선생님께서는 디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구분 
찬성함 찬성합 

찬성 찬성 

안함 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口@ 디@ 口@ 口@

2) 집I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口@ 口@ 口@ 口@

하는것을찬성한다 

3) 셜거지나 빨래와 같온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디@ 口@ 口@ 口@

다같이 해야 한다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률이 있어야 한다 口@ 디@ 口@ 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口@ 디@ 口@ 디@ 

결정권을가져야 한다 

6) 학교에서는 학뿜에게 남녀평퉁의삭을 싱어주어야 한다 口@ 口@ 口@ 口@

끼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口@ 口@ 口@ 口@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8)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口@ 口@ 口@ 口@

9) 학교를 통솔하는 교강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口@ 口@ 口@ 口@

10)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口@ 口@ 口@ 口@

권장해야 한다 
11)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口@ 口@ 口@ 口@
잘 내려지 못한다 

1지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 
口@ 口@ 口@ 口@

보다 월급올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3)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口@ 口@ 口@ 디@ 
하는 것이 어울린다 

1에여자가 판 •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口@ 口@ 口@ 口@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5)남자가 여자 상사 밑어써 일하는 것은 바랍직쩨 않다 디@ 口@ 口@ 口@

16)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口@ 口@ 口@ 口@

여학생은 좋지 않다 

1끼여자는 사해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口@ 口@ 口@ 디@ 

않는 것이 좋다 

18)더많은여자들이정치에참여해야한다 口@ 口@ 口@ 口@

19)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口@ 口@ 口@ 口@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20)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口@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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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꿇은 결폰에 과한 질문입니다 l 
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口 @반드λl 해야한다 디 @핸면。l 좋다 

口 @해도좋고혜뺨보좋다 口 @책1 않는게낫다 
口@묘겠다 

4. 선생님은 시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口 CD^냉송논 A뺨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口 @ 정신척 안정을 찾'71 위해서 
口 @ 자녀를 갖기 위해서 口 @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口 @ 경제적인 안정올 위해서 口 @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口 @부모가원하기 때문에 口 @기타 
口 @모르겠다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흔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1) 남자: [I]세 

2) 여자: [I]세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보통。1다 
口 @아니다 口 @전혀뼈다 디 @모르겠다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디 @그렇다 口 @보통.01다 
口 @아니다 口 @전혀。매다 口 @모르겠다 

( 단론븐결렐할끄} 섣찰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口 @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口 @ 직장 일과 7냄 일의 이중 부담 

口 @부부간의 대화시간부족 

口 @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口 @ 직장 일에 전엽하기 어려웅 

口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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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물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口 @환 口 @직장 口 @뾰겠다 ! 口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홉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올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매우그렇다 口 @그렇다 口 @빵l다 ! 口
口 @아니다 口 @전혀뼈다 口 @모르겠다 

|꿇흔김디콰I 략짧11 I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매우 그렇다 (c:r 11-1번월 7써외 口 @ 대체로 그렇다 삐번으효 가세외 ! 口
口 @ 。써다 (c:r 11깅번으로 가세외 口 @ 전혀 뼈다 (c:r 1녀번으로 7써왜 
口 @모르겠다 
@얻을 선택하신 경우 "QlR) æ’의 1번으로 가써|요 

※ 11 번 문항에서 CD.@번를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부부찍 유대를챔λ벼 주기 때문O따口 @ 노후에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口 @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口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口 @ 생의 의욕을 주71 때문이다 口 @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디 @ 부모7]-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口 @기타 

※ 11번 문항에서 @, 찌번을 선택하싣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툴71 때문이다 
口 @ 부부만의 싸파 *뱀이 혐택까 
口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口 @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口 @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셔 왕따(체벌)를 당할까 영려 되어서 
口 @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口 @기타 

o그 

口



| 다응은 선생님의 일만적 사항에 관한 질윤입니다 I 

부록 243 

꽤
 
멘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口 @남자 口 @여자 | 口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중·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口 @국어 口 @도덕 口 @사회 l 口
口 @과학 口 @기술 가정 口 @외국어(영어) 
口 @ 기타 디 @ 비해당(초동학교 교새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Ãf) 

口 @ 있다 (0- 4-1번으로 가세외 口 @ 없다 (σ 5번으로 가셰퍼 

※ 4번 문항에서 (l)번를 선택하신 문만 름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죽 앙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口 @본인 및 배우자 口 @친인척 口 @육아도우미 
口 @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퉁) 口 @ 기타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효fCf고 생각승}십니까? 

口 @ 출산지원올 위한 적극적인 정책올 실시해야 한다 

디 @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7까 개입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口 @기타 口@모르겠다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口 @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 부모 7냉 재혼 7냉 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다 

디 @ 대환기족형태}생챈디고송'J<:ì라도 기존의 전형적인 7쁨 형태가 햄직 하다고 본다 

口 @ 변화된 7똑 형태에 대한 면견을 빠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랍들에게도 샌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편이다 

디 @기타 口 @특별히생각해본적없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0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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