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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 요구도 및 성 지식 수준 등을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지역 5개교 재학 중인 1, 2, 3학년 630명
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χ2-test, t-test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 대부분은 학교성교육을 거의 다
받았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성지식 점수는 22점 만점에 평균 11.28점
으로 매우 낮았다. 학교성교육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학생들의 성지식수준이
낮게나와 성 문제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취약하므로 학교 성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제적인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또한 성 관련위험행동에서는 여중생이라 할지라도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중생들보다 여자중학교 여중생들이 음란물접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 여자
중학교 여중생 대상 음란물 관련 교육이나 지도가 더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여중생
들이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성교육으로는 성 관련 위기상황별 대처방법, 남녀 성
심리차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순으로 나왔다.
결론적으로 학교성교육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여중생들이 알고 있는 성지식
은 매우 취약하여 학교성교육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자중학
생들의 성교육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여자, 중학생, 성교육, 성지식, 요구도

1. 연구의

필

Ⅰ

. 서 론

요성

최근 여자 청소년들의 성교경험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피임을 거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R1A2A2A010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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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인공유산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
다(김영혜 등, 2004).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교 단계의 여학생들은 월경과 함께
임신이 가능해 지는 시기여서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에 원치 않는 성
에 노출 될 가능성이 많다. 즉 산업화와 정보화시대의 변환기를 맞으면서 다양해진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으로 왜곡된 성 문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위험한
성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김민영, 조선희, 2012)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 청소년일수록 성 관계를 빨리 경험 할 경우, 불안, 혼란, 좌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강한 정서를 처리하기에는 미성숙하며(김경희, 권혜진, 정혜경, 2004),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 허용성이 높고 친구집단의 성 태도와 음란물 접
촉 등이 이른 성경험의 요인이 되고 있다(정문경, 2004).
가장 최근에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의 성 경험은 2.3%로 2학년 0.2%, 3학년 0.2%로 매우 높아(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2013) 여중생의 성 경험이 저연령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청소년
들은 일반적으로 초경이 시작되면 배란이 되는 신호이므로 성 경험을 가질 경우 임
신이 가능하므로 배란날짜나 마지막 월경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 지식은 매우
필요하다.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개정 중학교 보건교육과정에는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이라는 영역 속에 ‘성적 발달의 이해와 대처’, ‘이성교제와 성역할’, ‘임신,
피임’ ‘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 ‘교제하는 방법과 성적인 자기결정권 행사’, ‘미혼
모 예방’,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 성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란 성교육 내용을
주개념으로 다루고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11) 실제 중학교에서도 임신과 피임에 대
한 성교육을 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다루고 있는
지 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2012년에 성교육과정 표준안
을 개발하였고, 교사표준안도 개발한 바 있다. 미국 성교육의 주요개념은 해부학과
생리학, 사춘기와 청소년발달, 성 정체성, 임신과 생식, 성병과 HIV, 건강한 관계, 개
인의 안전 등 7가지 개념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고 성교육을 필수단위로 하여 최소한 초등학교는 3.1시간, 중학교에서는 6시간,
고등학교에서는 8.1시간을 할애하고 있어(American School Health Education, 2012)
국내외적으로 학교성교육은 점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여성들의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을 중요한
건강상태 지표의 하나로 보고 있고, 원하지 않는 십대임신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
력과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Kost & Henshaw, 2014).
우리나라는 현재 십대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이나 미혼모 등에 대한 통계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미혼모의 실태와 경향
을 파악하고 여성의 생식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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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고된 국내 학교 성교육 및 성지식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오래된 연구
(박인혜, 한유정, 윤현숙, 1996; 오윤정, 김정남, 하숙정, 1998; 김미남, 조귀옥, 2003;
김영혜 등, 2003)가 많으며 최근 들어 중학생 성 경험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유정
옥, 김현희, 김정순, 2014)와 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수준이나 만족도를 알아보
는 연구(이혜정, 2013; 정해진, 2012; 김석우, 한홍련, 2005)등 몇 편만 있을 뿐이고,
여중생 대상 성 관련 연구는 최근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상 여중생들이 남녀공학과 여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학교유형을 고려하여 여
중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 경험, 성 관련 특성, 성지식, 배우고 싶은 성교육이 무
엇인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최근 성경험이 저 연령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나 홀로 출산을
하는 등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초
경을 시작하고 임신이 가능한 단계에 놓여있는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
경험, 성지식 수준 및 학교 성교육 요구도등을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효율적인 학
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여중생들의 학교성교육경험 및 성 관련 위험행동은 어떠한가?
• 여중생들의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여중생들의 성지식 수준은 어떠한가?
• 여중생들의 학교성교육 요구는 어떠한가?

Ⅱ

. 문헌고찰

학교성교육은 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기술, 행동, 흥미와 고민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실행됨으로써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 극대화될 수 있으며(Drolet & Clacrk, 1994), 이는 청소년시기의 학생들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
강한 여자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 후손을 건강하게 출산하여 다음세대가 국
가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건강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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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성교육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
고 있고, 가장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 지식과 바람
직한 성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장소로 매우 적합하다.
교육부가 2014년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단계까지 학교 성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고 그 내용은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 건강, 사회와 문화
등 6개 대분류로 나누어 개발한바 있으나(정혜선 외, 2014), 그 외에도 청소년의 성
건강은 신체이미지의 왜곡, 대인관계, 의사결정, 친밀감의 이슈를 포함한다. 즉 성 건
강은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며, 자신의 신체를 인정하고 이성과 적
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애정, 사랑, 친밀감을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특성 뿐 아니라 성 발달과 출산 측면에서의 건강도 포
함하고 있어(Kempner, 2001), 여자중학생들의 성 건강에 대한 지식 습득은 특히 더
중요하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는 전체 총 3,186개로 이중 남녀공학이 2,430
개(76.3%), 남자 중학교 400개(12.6%), 여자중학교 356개(11.2%) (한국교육개발원,
2014)이지만 과거 2002년도에는 남녀공학 55.2%(김미남, 조옥귀, 2003)에 비교해 보면
남녀공학비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중학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자중학생들의 성에 대한 무지가 성관련 문제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유형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제석봉, 2008), 청소년들의 최초
의 성관계연령은 13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며 15세인 중학교 3학년이 24.7%라고 하
여 여중생대상으로 실질적인 피임방법이나 성병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혜정(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성교육이 학생들의 수준 및 요구를 반영하
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성교육과 학교성교육간에 상당
한 괴리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바 있다.
남녀 성별특성에 따라 혹은 성교육 내용에 따라 남녀 성교육 장소를 달리하여 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남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성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
어 성별을 고려한 학교성교육 또한 필요하다. 특히 여자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임신이
나 출산과 관련된 성 건강 정보에 더 알고 싶을 수 있으나 남학생이 같이 성교육 수
업을 듣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교육 담당교사는 이러한 것을 고려
하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성교육은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학습자들이 원하는 성교육은 어떤 무엇이냐의 문제이며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설
문지나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들의 요구
에 맞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며, ‘학교’를 기점으로 하는 성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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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라고 하므로(Mellanby, Phelps, Crichton & Tripp, 1995) 학습자들의 요구와 흥
미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2000년대에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오윤정, 김정
남, 하숙영, 1998; 박인혜, 한유정, 윤현숙, 1996; 차남현, 왕명자, 2006) 최근에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100점 만점
에 68.8점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성지식이 높은 영역은 이성교제, 피임, 월경 등이었
고 낮은 영역은 정자의 생존기간, 발기와 성적충동 등이라고 하였다(차남현, 왕명자,
2006).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지식을 연구한 최정순(2003)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둘 다 사정, 몽정, 월경, 배란 등의 생리적 작용의 성교
육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받았고 반면 피임, 성병, 자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성지식보다는 성경험 관련 연구(유정옥, 김
현희, 김정은, 2014)와 인터넷 음란물 관련 연구(양소정, 2010)등이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성지식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성교육 국가수준
표준안을 개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다 고무적
이라고 할 수 있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위치하는 여자중학교 2개교와 남녀공
학중학교 5개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7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결측치가 있는 150부를 제외한 630
부(87.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선정은 조사의 편익을 고려하고
동질적인 잡단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표출된
중학교의 관리자, 보건교사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
다. 설문지 작성 및 회수는 해당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가 실시하였으며 성교육 담당
교사는 설문지 실시 전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지 내용 및 기재요령
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회수하였으며, 설문응답시
간은 약 10-15분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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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맞벌이함
맞벌이 안함
부모 함께 삼
부모한분하고 삼
기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경제상태

부모 맞벌이
여부
부모
와 함께
거주여부
성적정도

전체
(N=630)
198(31.4)
209(33.2)
223(35.4)
39(6.2)
553(88.5)
33(5.3)
379(62.9)
224(37.1)
546(86.8)
67(10.7)
16(2.5)
103(16.5)
370(59.4)
150(24.1)

남녀공학
(n=275)

90(32.7)
85(30.9)
100(36.4)
20(7.3)
242(88.3)
12(4.4)
156(58.9)
109(41.1)
243(88.7)
26(9.5)
5(1.9)
39(14.3)
179(65.8)
54(19.9)

여중생

여자중학교
(n=355)
108(30.4)
124(33.2)
123(34.6)
19(5.4)
311(88.6)
21(6.0)
223(66.0)
115(34.0)
303(85.4)
41(11.5)
11(3.1)
64(18.2)
191(54.4)
96(27.4)

본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이 1학년 31.4%, 2학년 30.9%, 3학년 36.3%로 비슷
한 분포이며, 경제 상태는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8.5%로 많았으며, 부모맞
벌이여부에서는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2.9%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대상
자보다 더 많았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부모 모두 같이 산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6.8%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성적은 중위권이 59.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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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정혜선, 2014)와 중학교 보건교과서(한미란 외, 2013)
의 성교육 주제를 참고하여 연구팀이 작성하였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과 전문가 등 총 10명이 모여 각각의 문항을 선정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문항은 일본 성교육연구회 내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
내용을 중학생 10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였고, 이해가 안 되거나 모호한 문항은 제거
한 후 최종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안하였다. 전문가는 중학교 보건교사
와 가정교사, 교육학교수, 중학교 교감, 간호학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메일을 통해 설문문항을 미리 읽어보고 피드백을 받은 후,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확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도구 설명은 <표 2>와 같다.
가. 학교성교육 경험 및 성관련 위험행동

학교 성교육 경험 및 신체 변화에 대한 인식, 성 관련 위험행동에 관한 문항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유무, 자신의 신체 변
화에 대한 인식, 최근 12개월간의 흡연경험유무, 최근 12개월간의 음주경험유무, 최근
12개월간의 음란물 접촉경험 유무를 알아보았다.
다.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들은 일본 성교육연구회(東京都幼稚園・小・
中・高・心障性教育研究会, 2007)의 문항을 참고로 연구자가 번안하여 작성하였고,
일본 박사학위를 가진 문항의 타당도를 받았다. 변수로는 평소 함께 노는 친구, 이성
친구와 노는 것에 대한 생각,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는지 유무, 이성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성 지식

성지식에 관한 도구는 호선민(2009)의 성지식 도구를 참고로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문항으로는 생식기 7문항, 임신 및 출산 9문항, 성 건
강 6문항으로 총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문항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모르
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응답자의 정답만을 1점, 그 외의 응답은 모두 0점으
로 처리하였으며, 22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고, 낮을수록 성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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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을 의미한다.
마. 성교육 요구도

성교육 요구도는 2014년 우리나라 교육부가 국가수준 표준안 개발에서 제시한 인
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 건강, 사회와 문화로 6개영역(정혜선 등,
2014)을 참고하였으며, 2009개정 보건과 성교육 중학교 내용 ‘성적 발달의 이해와 대
처’, ‘이성교제와 성역할’, ‘임신, 피임’, ‘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 ‘교제하는 방법과
성적인 자기결정권 행사’, ‘미혼모 예방’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 성적 위험으로부
터의 안전’에 내용(교육과학기술부, 201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총 22개 영역의 내
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설문도구 내용 및 문항 수

구분
일반적 사항
학교성교육
경험 및
성관련위험
행동
이성친구에
대한 인식

문항 수
5문항

문항 내용
학년, 지역, 경제상태, 부모와 동거여부, 학교성적

6문항

학교성교육경험유무, 학교성교육이 도움여부, 신체변화에 대한
인식, 최근 12개월 동안 흡연, 음주, 음란물 접촉경험 유무

성지식

22문항

4문항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22문항
성교육 내용
계
59문항

평소 함께 노는 친구(이성, 동성), 이성친구와 함께 노는 것에
대한 인식,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 이성친구가 있다면 무
엇을 하고 싶은지 여부
생식기관련 지식 7문항(정자는 남성의 고환에서 만들어진다. 월
경이란 한 달에 한번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아기가 자라
는 곳은 난소이다 등)
임신 및 출산 지식 9문항(여자가 임신을 하면 월경이 없어진다.
월경주기의 중간부분이 임신가능기간이다, 아기의 성별은 수정
되는 순간 결정된다 등)
성 건강 지식 6문항(한번의 성교로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성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인공유산은
여성의 건강에 해롭다, 성 관계후 비누로 성기를 깨끗이 닦으
면 성병에 안걸린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하였고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성의 개념, 생식기 구조와 기능, 사춘기 신체변화, 성 호기심
등 22문항에 대해 본인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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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방법

설문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에서
양측검정을 하였다. 학교성교육경험, 성관련 위험행동,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은
X2-test, 성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표본 t-test를 하였다. 성교육 요구
도 우선순위는 다중응답분석으로 처리하여 백분율을 구하였다.

Ⅴ

. 연구결과

1. 학교성교육 경험 및 성 관련 위험행동

대상자의 학교성교육경험과 성관련 위험행동을 알아본 결과 <표 3>과 같다.
학교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97.5%였으며 그중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중생은 98.2%, 여학교 여중생은 96.9%였으며, 학교유형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X2-test=1.026, p>.05). 학교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대상자중 78.6%
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남녀공학 여중생은 75.8%, 여학교 여중생은
80.8%로 여학교 여중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X2-test=7.388, p<.05). 또한 자신
의 신체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90.4%가 ‘보통’이라고 하였고, ‘부끄럽다’고 응답한 남
녀공학 여중생은 4.4%, 여학교 여중생은 2.8%로 나와 남녀공학 여중생들이 더 많이
부끄럽다고 하였으나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test=4.629, p>.05). 여학생들
의 성 관련 위험행동에서 최근 12개월 내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5.2%이며, 남녀공학 여중생 3.6%, 여학교 여중생 6.5%로 여학교 여중생이 더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X2-test=2.522, p>.05).
최근 12개월 내 음주경험여부에서는 전체대상자의 8.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고, 그중 남녀공학 여중생 6.9%, 여학교 여중생 9.3%로 여학교 여중생들이 더 높았으
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X2-test=1.166, p>.05).
최근 12개월 이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72.6%가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남녀공학 여중생이 17.2%, 여학교 여중생이 35.4%
로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중생보다 여학교 여중생이 더 많이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으
로 나와 여학교 여중생들의 성 경험 입문경로인 흡연, 음주,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이 시사되었다(X2-test=25.83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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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학교성교육경험, 성관련 위험행동

변수
학교 성교육
받은 경험

여중생
구분
전체
남녀공학
(n=630)
(n=275)
있음
614(97.5) 270(98.2)
없음
16(2.5) 5(1.8)
도움이 됨
493(78.6) 207(75.8)
도움이 되지 않음 134(21.4) 66(24.2)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
는지 여부
자신의 기쁘다
신체변화에 부끄럽다
대한 인식
보통이다
흡연경험 없음
(최근12개월 있음
이내)
음주경험 없음
(최근 12개 있음
월이내)
음란물 접촉 없음
경 험 ( 최 근 있음
12개월이내)

38(6.1)
22(3.5)
567(90.4)
597(94.8)
33(5.2)
578(91.7)
52(8.3)
455(72.6)
172(27.4)

12(4.4)
12(4.4)
250(91.2)
265(96.4)
10(3.6)
256(93.1)
19(6.9)
227(82.8)
47(17.2)

N=630
여자중학교 χ2 (p)
(n=355)
344(96.9)
1.026(.311)
11(3.1)
286(80.8)
7.388(.025)
68(19.2)
26(7.4)
10(2.8)
317(89.8)
332(93.5)
23(6.5)
322(90.7)
33(9.3)
228(64.6)
125(35.4)

4.629(.201)
2.522(.112)
1.166(.280)
25.831(.000)

3. 여중생들의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다.
평소에 함께 노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본 결과, 전체 여학생 중 72.8%가 동성친
구와 논다고 하였고, 남자와 논다 1.0%, 남녀구별 없이 다 논다 26.2%였으며, 학교유
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test=.509, p>.05). 이성친구와 노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아무렇지 않다’ 72.4%, ‘즐겁다’ 19.8%, ‘싫거나 창피하
다’ 7.8%순으로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X2-test=.214 p>.05).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 10.4%, ‘없다’ 89.6%였고, 이중
남녀공학 여중생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 비율은 11.3%, 여학교 여중생은 9.7%로 남녀
공학 여중생이 더 많았으나 유의하진 않았다(X2-test=1.81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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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이성 친구에 대한 인식
구분

평소 함께 대부분 남자와 논다
노는 친구
대부분 여자와 논다
남녀 구별 없이 논다
이성친구와 즐겁다
노는 것에
대한 생각 아무렇지도 않다
싫다, 창피하다
현재
없음
사귀는 있음
동급생
이성 친구
있는지 여부
상급생
하급생
친한
등․하교 같이 하기
이성친구가 그룹으로 놀기
있다면 무엇
을 하고 둘만 놀기
싶은지 여부
전화하기
메신저(카톡, 채팅)하기
신체접촉하기
기타

전체
(n=630)
6(1.0)
458(72.8)
165(26.2)
124(19.8)
453(72.4)
49(7.8)
563(89.6)
39(6.2)
23(3.7)
3(0.5)
137(22.0)
137(22.0)
51(8.2)
27(4.3)
243(38.9)
1(0.2)
28(4.5)

여중생
남녀공학 여자중학교
(n=275)
(n=355)
2(0.7)
4(1.1)
198(72.0) 260(73.4)
75(27.3)
90(25.4)
56(20.5)
68(19.3)
195(71.4) 258(73.1)
22(8.1)
27(7.6)
243(88.7) 320(90.4)
20(7.3)
19(5.4)
9(3.3)
14(4.0)
2(0.7)
1(0.3)
51(18.6)
86(24.6)
67(24.5)
70(20.0)
22(8.0)
29(8.3)
8(2.9)
19(5.4)
112(40.9) 131(37.4)
0(0.0)
1(0.3)
14(5.1)
14(4.0)

N=630
χ2

(p)

.509(.775)
.214(.975)
1.815(.612)

7.794(.254)

또한 대상자들의 학교 유형별 남자친구를 사귀는 형태를 알아본 결과, 89.6%가 ‘없
다’고 하였고 10.4%로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상급
생이나 하급생을 사귀는 학생보다는 동급생을 사귀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녀공
학 여중생은 7.3%, 여학교 여중생은 5.4%로 남녀공학 여중생이 다소 높았다.
친한 이성친구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중생들은 전
체 메신저하기가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함께 등하교하기 22.0%, 그룹으로
놀기 22.0%, 둘만 놀기 8.2%로 남녀공학이나 여학교 여중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이성
교제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X2-test=.7.79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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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중생들의 성지식 수준

여중생들의 성지식을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다. 성지식은 22점 만점으로 채점
하였는데 평균 전체 성지식은 11.28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51.27점으
로 나왔다. 남녀공학 여중생은 전체평균 점수는 10.30점(100점 만점시 46.81점), 여학
교 여중생은 12.04점(100점 만점 시 56.36점)으로 둘 다 절반정도의 낮은 성지식을
보여주었고 남녀 공학 여중생이 여학교 여중생에 비해 성지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왔다(t=-4.658, p<.001).
성지식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생식기관련 점수는 7점 만점에 3.56점이며 이중
남녀공학 여중생은 3.23점, 여학교 여중생은 3.82점으로 남녀공학 여중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t-test=-4.279, p<.05). 임신과 출산은 9점만점에 전체 5.01점이 나
왔으며 남녀공학 여중생은 4.57점, 여학교 여중생은 5.34점으로 역시 남녀공학 여중생
들이 유의하게 낮았다(t-test=-4.664, p<.05). 또한 성 건강은 6점만점에 전체점수가
2.70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녀공학여중생들은 2.49점,
여학교여중생은 2.86점으로 남녀공학여중생들은 1/3정도만 정답을 맞 추는 경향을 보
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test=-2.601, p<.05).
즉 전체적인 성지식 수준은 남녀공학 여중생들이 여학교 여중생보다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왔으며 남녀공학 여중생들의 성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표 5>

여자중학생들의 성지식 수준

구분
총점
생식기
임신과 출산
성 건강
5. 여자중학생들이

전체
(n=630)
11.28±4.71
3.56±2.09
5.01±2.09
2.70±1.79

앞

여중생 (평균±표준편차)
남녀공학
여중
(n=275)
(n=355)
10.30±4.69
12.04±4.59
3.23±1.74
3.82±1.70
4.57±2.09
5.34±2.02
2.49±1.81
2.86±1.76

N=630
t (p)
-4.658(.000)
-4.278(.000)
-4.664(.000)
-2.601(.010)

우 싶

으로 더 배

고

은 성 교육

여중생들에게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성교육이 무엇인지 다중응답분석으로 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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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으며 이를 순위별로 정리한 것은 <표 7>과 같다.
성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 <표 6>과 같이 여학교 여중생들의 요구가 남녀
공학 여중생보다 더 높게 나왔다. 성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의 경우에도 남녀공학 여
중생은 2.1%, 여학교 여중생은 3.1%로 임신과 출산은 남녀공학여중생 1.7%, 여학교
여중생 3.2% 등 모든 영역에서 여학교 여중생들이 성교육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욕
구가 더 높게 나왔다. 한편 남녀공학이나 여학교 여중생들의 성교육 내용에 두 배 이
상 차이를 보인 성교육 내용으로는 성적소수자(남녀공학 1.4%, 여학교 2.9%)이며, 에
이즈와 성 매개 감염병(남녀공학 1.4%, 여학교 2.9%), 생식기 구조, 기능, 위생관리
(남녀공학 2.3%, 여학교 2.8%), 성 호기심, 성충동, 자위행위(남녀공학 1.3%, 여학교
2.6%), 스킨십과 성교(남녀공학 1.2%, 여학교 2.9%)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공학이나 여학교 여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인 성교육은 사춘기 신체
변화(남녀공학 1.3%, 여학교 1.9%), 성 정체성 및 성 가치관(남녀공학 1.1%, 여학교
1.8%)이며, 성적자기결정권(남녀공학 1.3%, 여학교 1.7%)로 비슷한 요구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를 정리하여 순위별로 <표 7>과 같이 정리해 본 결과 ‘성 관련 위기상황
별 대처법’이 1위였고, 2위가 ‘남녀 성 심리차이’, 3위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순이었고 가장 낮은 순위는 성정체성과 성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 사춘기 신체변화
순이었다.
<표 6> 여자중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도

성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생식기 구조, 기능, 위생관리
사춘기 신체변화(이차성징)
성 호기심, 성충동, 자위행위
남녀 성 심리 차이
바람직한 이성교제
성 정체성, 성 가치관
임신과 출산
피임방법
임신중절 (낙태)

전체†
인원수(%)
243(5.2)
192(4.1)
154(3.3)
179(3.8)
312(6.6)
273(5.8)
138(2.9)
229(4.9)
216(4.6)
172(3.7)

남녀공학†
인원수(%)

98(2.1)
61(1.3)
63(1.3)
56(1.2)
128(2.7)
113(2.4)
53(1.1)
80(1.7)
74(1.6)
72(1.5)

N=630

여자중학교†
인원수(%)
145(3.1)
131(2.8)
91(1.9)
123(2.6)
184(3.9)
160(3.4)
85(1.8)
149(3.2)
142(3.0)
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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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성 매매, 성 상품화
‘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
성적 자기결정권
에이즈와 성 매개 감염병
성적 소수자
양성평등, 성차이, 성 차별, 성 역할
결혼과 가정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역할
스킨십과 성교(섹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성관련 위기상황별 대처방법
합계

225(4.8)
184(3.9)
167(3.6)
140(3.0)
201(4.3)
225(4.8)
179(3.8)
262(5.6)
189(4.0)
192(4.1)
292(6.2)
333(7.1)
4,696(100.0)

85(1.8)
67(1.4)
74(1.6)
61(1.3)
67(1.4)
77(1.6)
74(1.6)
120(2.6)
72(1.5)
55(1.2)
120(2.6)
132(2.8)
1,802(38.4)

140(3.0)
117(2.5)
93(2.0)
79(1.7)
134(2.9)
148(3.2)
105(2.2)
142(3.0)
117(2.5)
137(2.9)
172(3.7)
201(4.3)
2,894(61.6)

†다중응답
<표 7>

성교육 요구도 전체 순위

순위
1
2
3
4
5
6
7
8
8
9

성교육 내용
성관련 위기상황별 대처방법
남녀 성 심리차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바람직한 이성교재
결혼과 가정
성의 개념과 중요성
임신과 출산
성적소수자
성희롱, 성폭력
피임방법

n(%)
333(7.1)
312(6.6)
292(6.2)
273(5.8)
262(5.6)
243(5.2)
229(4.9)
225(4.8)
225(4.8)
216(4.6)

N=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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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에이즈와 성 매개 감염병
스킨십과 성교
생식기 구조와 기능, 위생관리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역할
성매매, 성 상품화
양성평등, 성 차이, 성 차별, 성 역할
성 호기심, 성충동, 자위행위
임신중절(낙태)
‘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
사춘기 신체변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정체성, 성가치관

201(4.3)
192(4.1)
192(4.1)
189(4.0)
184(3.9)
179(3.8)
179(3.8)
172(3.7)
167(3.6)
154(3.3)
140(3.0)
138(2.9)

Ⅵ

. 논 의

1. 학교성교육 경험 및 성 관련 위험 행동

본 연구결과에서 여중생들의 학교성교육은 97.5%가 받았다고 응답하여 1996년에
조사한 학교성교육수혜 비율 63.5%보다 더 높게 나왔고(박인혜, 한유정, 윤현숙,
1996), 1998년 78.9%보다도 더 높았다(오윤정, 김정남, 하숙영, 1998). 반면 백혜정, 김
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95%의 청소년들이 학교성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성교육이 81.9%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성교육실태가 일
관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대상자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과거 20년전에 비해 현재에는 보건교육과정도 국가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
으며 2014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15시간의 성교육시간이 확대됨과 동시에 강화되었기
때문에(이규영, 2014) 본 연구에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중생들의 성 관련 위험행동을 알아본 결과, 여학교 여중생들이 남녀공학
여중생들보다 음란물접촉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여자중학교는 또래집
단사이에서의 교환을 통해 의도적이지 않은 음란물 노출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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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정, 2010, 재인용)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녀공학과는 달리 여학교 여
중생들은 동성친구들에 의한 영향력이 크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 학교
에서도 친구들끼리 음란물에 접속하여 함께 노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이는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해 더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여학교 여중생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음란물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성 친구에 관한 인식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여중생들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 할 것 없이
대부분 동성인 여자 친구와 놀고 있으나 이성친구인 남자친구와 노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많이 불식되어진 반면, 십대들의 이성교제가 보다 개방적이고 애정표현이 조숙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는지 여부에서는 대부분이 없다
고 하였으나 사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는 동급생을 사귀는 비율이 높게 나왔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석봉(2008)이 학생미혼모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미혼부가 친구
인경우가 63.0%이고 선배 27.4%라고 응답한 비율과도 유사하다. 즉 우리나라 여학생
들은 동급생을 이성친구로 사귀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친한
이성친구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본 결과 38.9%가 메신저(카톡이나 채팅)
을 하고 싶다고 하여 과거와는 달리 정보통신의 발달이 학생들의 이성교제의 형태마
저 변화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교제에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정
보통신기기와 함께 인터넷문화에 대한 예절이나 교육도 병행하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성교제 방법 중 메신저 사용이 위험한 성 관계로 발전하는 경로될 수
있으므로 이성친구와의 애정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성지식 수준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성지식수준은 22점 만점에 11.28점으로 약 절반만 정답을
맞추는 수준이었고, 남녀공학 여중생이 여학교 여중생보다 성지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학교성교육을 97.5%의 학생이 받았고 도
움이 되었다고 78.6%로 응답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성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의 성지식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교성교육 수혜경험은 높았으나 성지식은 낮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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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학교성교육이 성지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는 성립되지 않았
다.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을 측정한 차남현과 왕명자(2006)의 연구에
서는 100점 만점에 68.8점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오히려 지금보다 10여년 전 학생들의
성 지식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001)의 연구
에서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15점 만점에 7.97점(100점 만점 환산시 53.1점)이 나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어 학생들의 성지식은 일관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성지식이 낮았던 성 건강영역은 성 매개 감염병,
인공유산(낙태)에 대한 지식이었다. 이는 어떤 성 관련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성 지
식이 낮아 본인이 임신을 했어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난감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성교육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학생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을 가르
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성교육 요구도

본 연구에서 여중생들의 학교성교육 요구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1위가 ‘성과
관련된 위기상황별 대처방법’, 2위가 ‘남녀 성 심리차이’, 3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성교육요구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현
대사회는 성의 다양성과 함께 성관련 범죄도 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등이 증가한
데다가 그 한계도 모호하여 중학생들은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
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관련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도 전통적 강의식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중심 문제 중심 학습이나 팀 기반
학습 등을 적용하여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교육 우선순위에서도 1위가 성 관련 위기상
활별 대처법과 2위가 남녀 성 심리 차이로 나왔는데 정혜선등(2014)의 연구와 비교
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정혜선(2014)의 연구는 전국 중학교 표본 집단 1,407명에
게 학교 성교육시간에 다루어야 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1위가
성매매방지, 2위 성폭력예방 및 대처법, 3위 낙태와 생명존중, 4위 성폭력 실태와 문
제점, 5위 자기주장과 거절하기 등이었고, 본 연구에서 2위로 나온 성 심리 발달은
가장 낮게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
이가 난 이유는 본 연구대상은 4개 지역 여중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혜선(2014
년)의 연구는 전국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과 성별이 달라서 오
는 차이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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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처, 2014). 최근 성인음란물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은 어떤
것이 법에 적용이 되고 안 되는지 정확한 내용과 사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사
료되므로 교사 성교육 관련 연수 시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학교 성교육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Ⅶ

언

. 결론 및 제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들의 학교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 경험, 이성에
대한 인식, 성관련 위험 행동, 성지식,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 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학교성교육이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성
교육지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여중생들의 성관련 위험행동을 흡연, 음주, 음란물접촉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
과, 흡연(5.2%)이나 음주(8.3%)보다 음란물접촉이 27.4%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왔
다. 특히 남녀공학 여중생보다 여학교 여중생이 유의하게 음란물 접촉이 높게 나왔
다. 또한 여중생들은 동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성친구와 노는 것
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가장 많았고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한 학생 중에서
는 동급생이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성 친구 사귀는 형태로는 카톡이나 채팅 등 메
신저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아 스마트폰 시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나
라는 남녀공학형태의 학교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동급생을 사귈 기회가 많고, 이성
교제의 형태가 메신저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일상생활에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한 스마트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exting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후 음란물과 섹스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 지식 점수가 22점 만점에 11.28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하면 51.27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중생대상 성 매
개 감염병과 인공유산에 대한 성 건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성 개념에 대한 내용이
골고루 다루어져야함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결과 여중생들이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은 성교육 1위는 ‘성과 관련된 위
기상황별 대처방법’, 2위 ‘남녀 성 심리차이’, 3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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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과거의 성교육요구도와는 달리 성 주제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여중생들은 성과 관련 된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라이프스킬

중심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교 성교육은 강화되고 있으나 여중생들의 성지식은 여전히 낮은 상
태이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별 성지식수준을 같은
도구로 파악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과도 연계되는 것
으로서 젊은 세대들의 성 건강은 임신과 출산 등 생식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
확한 성지식 수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2009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성과
건강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운 영역과 배우지 않은 영역의 비중을 파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중학교 성교육에서 ‘피임’에 대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함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피임에 대한 성지식이 매우 낮게나와 이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며, 여중생대상 올바른 피임도구사용에 대한 성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여중생들의 음란물 접촉은 성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활기술(거절기술 및 옹호기술, 자기주장 기술 등)을 강조한 포괄적인 학교 성 교육
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기술과 성교육에
대한 추가연구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성교육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 보다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요
구를 파악하여 성교육이 진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공학여
부에 따라 여중생들의 특성이 다르고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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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sexual education, sexual
knowledge, and demand on sexual educat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different types of schools. It is a descriptive study which would provide fundamental
evidence on sexual education in school and appropriate strategies of sexual education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780 (480
from 2 girl’s, and 300 from 5 co-educational schools) 1st, 2nd and 3rd grades female
students in Seoul, Gyeonggi, Busan, Incheon and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630(87.2%)were included to analysis
χ2-test,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21.0 Program. Results: 97.5% of
participants received sexual education at school and 75.8% of students at
co-educational and 80.8% of students at girl’s middle schools reported that the
educations were helpful which appeared to be more of girl’s school student answered
positively. Students at both types of schools reported that the most importance issues
regarding demands on sexual education in the 1st and 2nd places were the way
sofcoping with sexual crisis and the sexual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genders, respectively.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e
needs of tailored sexual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schools.
Purpose:

Key words :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sex education, knowledge,
de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