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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성교육’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손 인 옥

지 도 교 수 정 민 자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자녀의 발달에 맞는 부모성교육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 연

구는 어머니만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

로 조사하여 부모성교육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

해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性) 가치관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며, 영유아

기 때부터 부모-자녀 간 성(性)과 관련된 대화와 소통에 도움을 주는 자료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23일 ~ 7월 17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

모 65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조사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NVivo R1(20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80년대 처음으로 공교육 안에 들어왔고, 90년대 이후부

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학사노하우, 08.10.31.).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는 성교육 실태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현재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으나 성교육 실태와 인식은 선행연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성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

가 있었음에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는 변화가 없었냐는 것이다. 과연 실행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성교육 시작

시기와 방법, 접근성, 놀이를 통한 성교육 방법,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프로그램,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료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부모의 실제 요구들이 부모성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놀이를 통한 성교육 실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영유아기는 성에 대한 기초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 오감을 통해 성욕을 충족하고

(하임 기너트, 2003), 놀이를 통해 오감을 충족한다(전남련, 최진원, 권경미, 박은희,

남궁기순, 2013). 이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충분한 놀이를 통해 오감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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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영유아의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하임 기너트, 2003). 영유아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性)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

요하다(정민자, 2013).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올바른 성(性) 가치관

을 갖고 자녀에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性)과 관련하여 대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린다 에어, 리처드 에어, 2013) 이에 영유아는 부모로부터 올바른 성

(性)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와 충분한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한다.

둘째,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일과 중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한다.

셋째, 성교육 전문가는 부모가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가정, 기관, 성교육 전문가가 국소적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성(性)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성교육 정책을 만들 것을 제언한다.

▣ 주제어 : 영유아기 자녀, 부모성교육, 부모의 인식, 성교육 요구도, NVivo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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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性)’은 출생하면서 선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성별을 의미하는데, 생물학적 성

개념인 섹스(sex) 그리고 출생한 후 사회문화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성 개념인 젠더

(gender)를 구별할 수 있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포함하

여 인간의 성행동과 성에 대한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 꿈, 행동, 환상 및 성

의 존재의미 등을 포함하는 전성(全性)의 개념이다(정민자, 2013).

대부분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민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을 ‘성관계’로만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남자아이들에게는 ‘사고 치지 않도록 조심시키

는’, 여자아이들에게는 ‘성(性)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식의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성관계의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사랑과 성관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부모가 성(性)의 아름다

운 가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지식은

배우지만 성에 대해서는 유독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또래 집단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왜곡된 지식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와 마음을 열고 목

표와 계획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

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린다 에어, 리처드 에어, 2013).

우리 사회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아이들이 무분별한 성(性) 정보 속에 노

출되어 있고, 부모가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싶으나 성

지식 부족과 교육 내용,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Liavshina, 2002; 우민정, 2010; 이은미 ,권영란, 2013). 또한 2018년 n번방 사건(위

키백과, 2020)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의 어려움과 이런 현실이 불안한 실정이다. 또한 성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 지위

를 막론하고 각 계 각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 양상을 보인

다. 이런 상황에서 영유아가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보편적으

로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8월 27일(목)

에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한다!’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

은 지난해(2019. 11.) 성남시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

련 사고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피

해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의 후속 조치로 마

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

토록 했으며,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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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

법과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

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

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08. 26.).

영유아기에는 성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면서 남자와 여자

라는 생물학적인 성(sex)을 알고, 생명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로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나 양육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녀

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아이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아이는 소중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영유

아기는 성(性)에 대한 기초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단계

에 맞게 사실적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영유아로 하여금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며, 신체 각 부분의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왜곡된 성 지식으로부터 보호받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 속에서 건강한

성(性) 개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 영유아기 자녀에게 부모는

1차적 사회화의 주최로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영유아

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性)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와 직접 만나

는 부모와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통해 지식

과 기술을 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자

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기술도 익혀야 할 것이다.

‘성(性)은 일상이다’ 라는 부모-자녀 동일내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는 교육을

받기 전에 성(性)은 불편하고, 어둡게 느끼고, 성(性) 개념이 무겁고, 남성 중심의

성문화로 알고 있었다. 또한 성(性)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성(sexuality)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 표현에 동

의하며, 자녀에게 전달이 아닌 같이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선영, 2018).

성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경향성 분석(2007년~2016년)에서 유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성지식, 성 태도, 성기술에 대해 부모는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

모성교육 프로그램은 성지식을 향상 시키고, 성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부모

효능감을 증진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조향미, 2017). 또한 부모성교육 프로그

램이 자녀의 성(性) 건강을 증진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와의 성(性)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키운다(Eastman, Corona, & Schuster, 2006; Schuster et al.,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의 성과

관련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후 자녀가 긍정적인 성(性) 가치관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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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성(性) 문제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hurana & Cooksey,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과 요구

를 조사, 분석하여 자녀의 발달에 맞는 부모성교육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性) 가치관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성

생활을 하며,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자녀 간 성(性)과 관련된 대화와 소통에 도움을

주는 자료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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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요구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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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 성교육

1) 영유아 성교육의 필요성

영유아는 남자나 여자라는 결정된 생물학적 성(sex)존재로 태어난다. 생물학적 성

의 발달은 태아기부터 시작되며, 남아의 경우 태생기 2개월경에 남성 호르몬인 테

스토스테론을 만들어 남성 생식관을 분화시켜 남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여아의 경

우 태생기 3개월경에 여성화 변화가 시작되어 1차 성징이 완료된다(강영계 외,

2000). 또한 태아기 초음파 영상에서 남아의 성기가 발기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탯

줄이 절단되기 직전이나 출산 수개월 내에도 많은 남아들은 발기를 경험한다고 한

다. 여아의 경우에도 수유 동안 간혹 여아의 질이 젖는 일이 발생한다(정민자,

2013). 영유아는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출생과 동시에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으

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성(性)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성체(性體: sexual

beings)이다(이광호, 2000). 이런 성(性)적인 존재로 태어난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

터 몸의 쾌감을 느끼게 되어 곧바로 자기 몸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팔다리

를 만지고, 누군가 자기를 만져주고, 간질이고, 껴안고 귀여워해 주면 좋아한다. 이

시기에 몸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성교육의 일부가 되고, 그

런 것을 통해서 아기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신홍민 역,

2003). 이렇게 영유아의 성생활의 특징이 성인은 마음과 생식기로 성욕을 충족하지

만, 영유아는 오감(五感)으로 성욕을 충족한다. 또한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본능의 기질적 요소와 우연적 의도에 맞물려 자연스럽게 영유아 성욕이

발현되며, 이때 경험되어지는 성적인 욕구와 경험의 흔적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

계에서 영유아의 정서와 성격발달의 틀로 형성되며 고착된다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오지윤, 2020). 이렇게 성의식은 유아기부터 싹트기 시작하며 연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성이 발달한다(정민자, 2005).

대표적인 학자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성 발달단계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Freud(1856-1939)는 개인의 일반적인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고 하였고,

성감대는 리비도가 집중된 신체 부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 인간의 발달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구

분하고, 이를 심리·성적 발달 단계(psychosexual developmental stage)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11).

Freud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특징은 아래의 <표 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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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Freud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연령 특징

구강기

(oral stage; 0-2세)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는 시기

∙구강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함-빨기, 물기, 뱉기

∙원초아가 지배 함.

항문기

(anal stage; 2-3세)

∙리비도가 항문으로 옮겨 가는 시기

∙배설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함-배설물 보유, 배설

∙원초아와 자아가 지배함.

남근기

(phallic stage; 3-5세)

∙리비도가 성기에 머무는 시기

∙성기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함-성기에 관심을 가지고 만짐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완성됨

∙동성 부모에 대한 적대와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오이디푸스(Oedipus) 콤플렉스, 엘렉트라(Electra) 콤플렉스, 거세 콤플

렉스가 생김.

잠복기

(latent stage; 6-12세)

∙성적 본능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시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함-친구, 취미, 스포츠 등

∙쾌락원칙을 버리고 현실원칙을 따르며, 사회적 도덕적 자아가 형성됨.

생식기

(genitial stage; 13세-)

∙성적 충동을 정상적인 성욕으로 통합하는 시기

∙성기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함.

∙이전 단계에 고착되지 않았다면 성숙한 성관계를 확립함.

출처 : 정민자(2015) 성삼담·교육 이론과 실제. 재구성함.

Erickson의 심리·사회성 발달단계는 리비도의 표출양상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구강 감각기, 근육 항문기, 운동 생식기, 잠복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기, 성숙

기 등 8단계로 구분하였다(황은영 외, 2014).

각 단계 별 특징과 그 내용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2>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단계 연령 특징 주요과제

구강감각기 생후~18개월
긍정적 믿음을 형성하는 시기로 타인으로부터 충분

한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뢰와 불신을 형성
수유

근육항문기 18개월~ 3세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자율성과

수치심을 형성
배변 훈련

운동생식기 3 ~ 6세
의미 있는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허용되면 주도성이

생기기만, 그렇지 못한 경우 죄책감이 형성
독립

잠복기 6 ~ 12세

아동 스스로가 의미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가면

근면성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열등감을 형

성

학교 생활

청소년기 12 ~ 20세
자아정체성이 중요한 과제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면 역할에 혼돈이 형성
친구 관계



- 7 -

단계 연령 특징 주요과제

성인초기 20 ~ 40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친밀성이 형성되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감이 형성
사랑 관계

성인기 40 ~ 65세
직업, 가족 및 여가활동의 기여도와 주변의 관심에

따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침체
양육

성숙기 65세 이상
지나온 삶을 별다른 후회 없이 온전하게 느끼는 사

람은 통합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을 느낌
인생 회고

출처 : 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4). 음악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재구성함.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화가 시작된다. 그 과정 중 영유아기에는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맞게 성(性)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

아 성교육은 영유아의 성에 대한 신념 및 가치관과 태도를 윤리적인 올바른 방향으

로 형성되도록 돕고 더불어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다(조향미, 2017). 또한 영유아 성교육을 통해 영유아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

하고, 성(性)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이로써 건전한 애정 관계 및 인간관계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성교육을 통해

영유아에게 적절한 성 의식 및 도덕성을 습득하게 하여 양성평등과 존중하는 태도

를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김병은, 2001).

영유아 성교육을 하는 이유는 영유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할 줄 알

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함이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

반으로 학대와 그루밍(Grooming)되는 착취에 대해 분별력과 대처법을 배우기 위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오지윤, 2020). 그러므로 모든 발달영역에서 기초가 되는

영유아시기에 성(性)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으로는 복잡한 성 지식이 아니라 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성(性)을 어떻게 느끼는지, 성(性)을 어떻

게 대하는지가 영유아기 때 형성되므로 영유아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정민자,

2013).

그리고,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배우는 인간이 되는 법을 기르는 교육이다. 어려서부터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가지는 것이 강한 자아를 기르고, 죄의식(죄책감)을 내면화하지 않는 인간으로

기르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김누리, 2020).

따라서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전 생애를 통해 성(性)적 존재로서 나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유아기 성교육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주는 성(性)의 기초를 형성

하는 영유아기에 발달수준에 맞추어 생활교육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 성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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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2011)에서는 1장 인간발달에서 나의 몸과 발달적 변

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2장 성과 안전에서는 성폭력, 성 관련 행동, 음

란물로 구성되어있다. 3장 관계와 성 역할에서는 성인식, 성 역할과 양성평등, 존중,

또래 관계, 가족관계로 구성되어있고, 4장 생명존중에서는 난자와 정자, 임신, 생명

탄생, 소중한 생명으로 하위내용은 <표 Ⅱ-3>와 같다.

<표 Ⅱ-3> 유아 성교육 매뉴얼 내용과 하위내용

단원 내용 하위내용

제1장

인간발달

1. 나의 몸
1) 나의 몸 이해

2) 소중한 나의 몸

2. 발달적 변화
1) 발달의 과정 이해

2) 발달의 의미 이해

제2장

성과 안전

1. 성폭력

1) 기분·느낌의 인식과 표현

2) 위험한 사람의 이해

3) 유괴 예방과 대처

4) 성폭력 예방과 대처

2. 성 관련 행동
1) 언어적 성행동

2) 신체적 성행동

3. 음란물
1) 음란물 인식

2) 음란물 대처

제3장

관계와

성 역할

1. 성인식
1) 성의 이해

2) 성 정체감

2. 성 역할과 양성평등 1) 성 역할과 양성평등

3. 존중
1) 다양성 존중

2) 권리와 의무

4. 또래관계·가족관계

1) 우정과 사랑

2) 긍정적인 또래 관계

3) 긍정적인 가족관계

제4장

생명존중

1. 난자와 정자
1) 난자와 정자

2) 수정

2. 임신

1) 임신

2) 임신 기간과 자궁

3) 태아의 성장발달

3. 생명 탄생
1) 출산

2) 생명 탄생의 기쁨

4. 소중한 생명
1) 신생아 이해

2) 생명에 대한 책임

출처 : 보건복지부(2011). 보육교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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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 성교육 프로그램(2016)은 2015년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2015년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인간발달, 인간관계, 성(性) 건강, 사회·문화의 4개의 영역으로 주제와 목표는 <표

Ⅱ-4>와 같고, 내용 요소와 활동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Ⅱ-4> 2015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 영역 및 주제와 목표

영역 주제 목 표

인간발달

(1) 나의 몸과 마음

내 몸의 소중함, 나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 바

르게 알고 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알고 통제하며 조절한다.

(2) 남녀의 성과 생활

나와 다른 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

특징이 다름을 이해하고 남녀의 생활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안다.

인간관계

(1) 소중한 가족

가족 구성의 역할에 대해 알고 가족 구성원의 성

차로 인해 지켜야 할 예절을 이해하며 가족과 화

목하게 지내기 위해 협력하는 마음을 지닌다.

(2)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친구의 의미, 친구와 함께 있는 즐거움 등을 이해

하고,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

에 대한 인식을 통해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알고 이를 실천한다.

(3) 결혼의 의미와 나

결혼의 의미, 결혼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가정과 부

모 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

에 대해 이해한다.

성 건강 (1) 내 몸의 관리

자신의 몸에 대한 청결한 관리와 상황에 따른 적

절한 옷차림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실천한다.

사회와 문화

(1) 성폭력의 예방

타인에 대한 성적 강요 행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나 성적 강요 행동과 언어에 대해 적절한 대처 행

동을 알고 실천한다.

(2) 성 역할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 인식을 가지고

대하여 이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를

바탕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양성평등을 실천한다.

(3) 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

인터넷 등 미디어의 활용과 편리성에 대해 이해하

고 이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익혀 실천한다.

출처: 교육부 (2015). 학교 성교육 표준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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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유네스코, 2018)의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레벨Ⅰ

에서는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

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및 성 건강의 영역으로

주제는 <표 Ⅱ-5>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Ⅱ-5>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주제(레벨Ⅰ - 5세 ~ 8세)

영 역 주 제

관계 1) 가족 2) 친구, 사랑, 연인, 관계 3) 관용, 포옹, 존중 4) 결혼과 육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1) 가치와 섹슈얼리티 2) 인권과 섹슈얼리티 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2) 젠더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3) 젠더 기반 폭력(GBV)

폭력과 안전
1) 폭력 2)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1)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2) 의사결정

3)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4) 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섹슈얼리티(sexuality) 5) 도움과 지원 찾기

인간의 신체와

발달
1) 성, 생식기, 월경 2) 임신 3) 사춘기 4) 몸 이미지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1)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주기별 성생활

2) 성적 행동 및 반응

성 및 성 건강
1) 임신과 임신예방 2)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3) HIV를 포함한 성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출처 : 유네스코(2018).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 성교육 매뉴얼(2011),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

(2015)이나 유치원 성교육 프로그램(2016),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유네스코,

2018)으로 성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법적 기준인 어

린이집 안전교육 기준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으로 진행되고 있었다(오지윤,

2020). 실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영역과 시간은 <표 Ⅱ-6>, <표

Ⅱ-7>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Ⅱ-6> 어린이집 안전교육

구분
성폭력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및약물의
오용.남용예방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10시간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출처 :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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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유치원 안전교육

구분
생활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

안전교육

직업

안전교육

응급

처치교육

교육

시간

13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19). 교육부 고시 제 2019-214호,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교육은 영유아가 자신을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

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및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교육, 교통안

전교육으로 의무교육시간 44시간 이상 중 성교육은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

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유치원)은 생활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재난 안전교육, 직업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으로 의무교육시간 51시간 중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중에 성

교육이 포함되어 8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위 <표 Ⅱ-6>, <표 Ⅱ-7>에서

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다루기에도 어려운 시간이며, 성교육이 영유아기 발달수준

에 맞추어 생활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영유아 성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영유아 성교육의 내용과 다수의 선행연구자(교육부, 2001;

손선옥, 2002; 임옥경, 2002; 백라지, 2004; 박선미, 2004; 장연집, 2006; 배애성,

2009; 우민정, 2010; 이혜정, 2014; 박수연, 2018; 최지연, 2019; 오지윤, 2020)들이 제

시한 유아 성교육 내용은 아래의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영유아 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연구자 내 용

교육부(2001)

∙유치원 시기의 성교육 지도 내용

∙심리발달: 남녀에 대한 호기심의 해소와 바른 인식

∙신체발달: 깨끗한 몸가짐의 훈련과 습관화의 필요성

∙인간관계: 다양한 놀이를 통한 남녀 역할 차이의 인식과 협력의 중요성

손선옥(2002)

∙남녀의 차이와 사랑, 사이좋은 친구, 결혼과 남녀평등, 생식기, 태교,

임신과 출산, 건강한 몸과 마음의 7개 요소로 구성

∙동화주제와 관련된 성교육 내용 구성

임옥경(2002)
∙만 5세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연구

∙유아의 양성적 성 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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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 용

백라지(2004)

∙성 지식(남녀의 신체구조와 기능, 신체의 성장, 아기의 기원과 출생)

∙성 역할(성 정체성의 변화 및 역할)

∙성폭력 예방

박선미(2004)

∙기본생활 습관 훈련

∙유괴나 성폭력 방지에 대한 예방 교육

∙유아 자신의 청결, 위생 교육 및 신체적 보호

장연집(2006)

∙성 지식(청결 및 기본생활습관, 임신과 출산,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보호 관리)

∙성 역할과 태도(남녀가 하는 일과 자신과 타인의 고유한 성 존중

∙성폭력 및 예방 교육

배애성(2009)

∙성 지식(남녀의 성차·구조의 차이·생식기 명칭과 청결·임신과 출산·태아 성장)

∙성 태도 및 역할(남녀의 평등역할 이해, 남녀일 구분 없이 실천. 올바른 태도와 가치)

∙성폭력(나를 지키는 방법)

우민정(2010)

신체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 명칭, 역할,

∙유아와 성인의 신체적 차이 정보

성 역할 ∙남녀의 다양한 역할, 평등하게 분담하기, 성 평등 생활 태도

결혼과

출생과정

∙생명은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탄생

∙임신과 출산의 과정

생명존중
∙인간과 주변의 동식물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성도덕 교육

성적 학대 및

성폭력 예방

∙유괴·실종·성폭력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내용

∙사후의 대책에 대한 교육

기본생활습관

및 청결

∙신체 청결, 화장실 이용습관, 대소변 훈련

∙기본생활 습관과 청결 교육

남녀 성차

인식

∙자신과 성인식과 동시에 이성을 알고 존중

∙인간의 성적 특성을 이해

∙남녀의 차이와 우열을 강조하기보다 ‘인간다움’을 교육

성과 관련된

행동

∙성 문제행동의 내용을 포함

∙자위, 성과 관련된 욕설, 성적 호기심 현상

∙신체를 보호, 소중히 여기는 내용 포함

이혜정(2014)

∙임신 출산, 신체 지식, 성차 인식, 성 개념, 생활습관, 성폭력 예방,

문제행동의 6가지 요소로 구성

∙이야기 나누기와 그림책을 활용하여 계획안 구성

박수연(2018)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육성, 남녀의 역할 특성 이해 및 존중하는 태도 육성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학습, 성에 대한 심리 및 발달과정의 올바른 이해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에게 관심

최지연(2019)

∙성 지식(아기의 탄생과 생명의 소중함 알기, 남녀신체명칭과 구조 알기,

화장실 바른 사용법,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성 태도(나와 다른 사람의 몸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기, 자기조절)

∙성 역할(올바른 성 정체성 형성, 남녀성역할 평등 이해)

∙성 폭력 예방(낯선 사람과 위험 상황 벗어나 도움 요청, 폭력 가해와 피해 예방)

오지윤(2020)

∙성의 이해(성의 본질, 성의 특징, 성의 기능)

∙성의 개념(Sex, Gender, Sexuality)

∙생물학적 성(임신과 출생과정, 남녀의 신체발달, 기본생활습관, 성폭력 예방과 대처)

∙정신분석적 성(심리성적인 발달)

∙사회문화적 성(동양의 성문화, 서양의 성문화, 성의 사회화) ∙유아의 성

출처 : 백수현(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오지윤(2020). 유치원 성교육 지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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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교육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교육 내용으로 성 지식과 성 역

할,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며, 성과 관련된 행동, 성 태도와 자신의 소

중함을 알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내용으로 연구되었다.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

성교육이 성폭력 예방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가정이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영유아가 자위 등 성적 행동을 했을 때 부모나 교

사의 반응에 따라 영유아는 성(性)에 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영유아의 경

험은 일생에 거쳐서 성(性)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부모

(주 양육자)와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

와야 한다. 영유아는 오감을 통해 성욕을 충족하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자연과

바깥에서 충분히 뛰어놀게 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 자기 의지를 갖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유아 성교육의 기본이

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에게 직접 성교육을 하는 것보다 부모와 교사의 성(性) 가

치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종합할 때, 부모가 갖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요구도를 분석하여, 부

모가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개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부모의 성교육 역할

1) 부모성교육 필요성

모든 발달영역에서 기초가 되는 영유아시기에 성(性)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으로는

복잡한 성 지식이 아니라 성(性)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유아

가 다양한 성(性)에 관련된 질문이나 성적인 놀이, 자위행위, 성폭행의 상황에서 초

기의 부모의 자세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올

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먼저 부모나 교사가 건강한 성(性)에 대한 개념 정립과 자연

스러우면서 진지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정민자, 2013).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양육

자)가 먼저 삶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성 지식이 매우 미흡하고, 자녀의 성적 발달수준을 모르기 때문

에 성적 행동이나 질문을 접할 때 적절한 대답을 못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

미, 2013). 이것은 대부분 부모가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TV나 인터넷매체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있으며, 부모가 성교육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이혜정, 2014). 부모 또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받고 성장한 경우가

매우 적기에 부모가 먼저 양육자로서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성에 대해 체계적

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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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16)의 유치원 성교육 프로그램에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① 유

아를 성(性)적 존재로 인정하고 관련 행동에 대해 유연하게 태도를 보이고, ② 평소

부모와 양육자 자신의 성(性)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검토하고, ③ 유아기는 성

(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性)적 존재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인지하

고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④ 유아 성(性) 관련 갈등상황에는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⑤ 유아가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네 잘못이 아니야, 보호해 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부터는 어른들

이 잘 보호해 줄 거야.” 말하며 회복을 돕고, ⑥ 유아기의 성(性) 발달에 대해 충분

히 이해하기라고 했다. 따라서 영유아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호기심을 표출하고

성 발달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확장 시켜나가므로 부모와 양육자, 교사의 성 지

식은 영유아 성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오지윤, 2020).

성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경향성 분석(2007년~2016년)결과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로 영유아 성교육 인식에 부모와 교사의 편견 없는 인식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조향미, 2017). 이는 부모와 주 양육자가 영유아의 성교육과 성(性)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양육자가 성(性)에 대해 바르

게 인식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역량 함양을 위해서 부

모성교육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성(性)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기관과 연계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일관성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면 영유아의 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강서연, 2018).

2)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이란 부모를 교육한다기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

해를 도와주고, 가정에서 부모 자신과 자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과정

을 의미한다(김지은, 2001).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 자녀의 성교육을 돕기

위한 부모성교육은 많지 않고(박선례, 2009), 개발되어있는 프로그램도 초등학생 이

상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문제·성폭력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은경, 김영

빈, 2017).

정민자(2000)는 1차 적 사회화 주체인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에 대한 성교육의 방

향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에

관한 기초의식과 태도 형성을 위해 영유아기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임옥경(2002)은 정민자(2000)의 유아기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

하여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은미(2013)는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성교

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총 3회기(회기 당 130분)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에 대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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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진숙(2004)의 연구를 기초로 총 4회기(회기 당 90분)로 구성하였다. 장혜진

(2016)은 학령전기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성 지식,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 내에서 부모가 양성평등의식과 인간존중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교육부(2016)에

서는 부모가 영유아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 함양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

모 역할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능력의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역량 함양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유아 성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형성하고 유치원에

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 성(性) 관련 자녀의 질문과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은경, 김영빈(2017)은 문헌고찰을 통

한 준비단계를 통해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요구분석단계에

서 유아기 자녀의 성적발달과 자녀발달에 따른 요구를 분석하여 유아 자녀의 성적

발달과 연계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도할 수 있는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명과 내용은 <표 Ⅱ

-9>와 같다.

<표 Ⅱ-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연구자 활동명 내 용

정민자

(2000)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유아기 성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성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엄마, 나도

고추 사줘!

∙유아기 발달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점을 알아본다.

∙유아들의 성적 질문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동생아

나랑 놀자

∙임신의 성립 과정을 올바로 이해한다.

∙출산의 과정을 올바로 이해한다.

∙태교, 피임, 유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동성, 이성 친구의 차이점을 유아가 얘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결혼관을 안다.

∙행복한 가족에 대해 안다

난 공주,

넌 왕자 맞아!

∙성 역할의 개념을 안다.

∙성 역할 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본다.

∙성 역할 척도를 통해 나의 성 역할 특성을 안다

우리,

병원놀이해요

∙유아의 성적 자극에 대해 이해한다.

∙성과 관련된 유아의 놀이에 대해서 이해한다.

∙부모의 놀이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매스미디어와 성

∙각종 매스미디어가 성 상품화 현상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 보고,

어머니들이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들이 매스미디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한다.

∙어머니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절대 안 돼!
∙성폭력의 정의와 실태를 안다.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그 대처 방안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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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활동명 내 용

이은미

(2013)

생물학적 성

∙가정에서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교육 시 가져야 할 태도를 인식한다.

∙유아의 성적발달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적 놀이 행동에 대해 지도

할 수 있다.

∙남녀 신체 차이, 임신과 출산 과정 및 생식기 청결을 자녀에게 지도

할 수 있다

사회학적 성

∙성 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의식에 대해 인식한다.

∙가정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자녀가 올바른 성 역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성문화

∙대중 매체 속 잘못된 성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잘못된 성문화에 자녀가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자녀가 잘못된 성문화에 노출 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성폭력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인식한다.

∙성폭력 예방법과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인식한다.

∙자녀에게 성폭력의 개념, 예방법, 대처방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장혜진

(2016)

性이 말하는 것

(부모가 아는 性,

아이의 性)

∙부모가 받은 성교육의 미흡한 점을 인식한다.

∙성 가치관을 확립한다.

∙아이에게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아이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양성평등)

∙아이의 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부모가 아는 性,

부모가 모르는 性

(궁금한 아이,

당혹스러운 부모)

∙학령전기 아동의 성 특징을 이해한다.

∙학령전기 유아의 성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아이들의 질문 시 답변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한 性,

행복한

우리 아이

∙아이의 성적 놀이를 이해한다.

∙아이들의 성적 놀이 대처방법을 이해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스킨십과 나쁜 스킨십을 구별할 수 있다.

∙어른들의 나쁜 행동을 했을 시 상황대처법을 알려줄 수 있다

교육부

(2016)

유아기 성 이해와

부모 역할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성적 존재로서의 유아기 자녀 이해

∙가정에서의 유아 성교육 내용 및 방법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가정에서의

성교육 지원

∙자녀의 성 관련 질문에 답하기

∙부모의 자녀 성교육을 위한 Q&A

이은경,

김영빈

(2017)

성(性)과 성교육

<임신과 출생>

∙부모됨의 의미와 가정에서의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

- 성교육 방법의 원칙 세우기

∙임신 및 출생의 과정 이해하기

유아기

성의 발달과

성인식 형성과정

<신체이해>

∙유아기의 성의 발달과 성(性)인식의 형성과정 – 성 역할 발달이론

∙유아 자녀의 신체 성교육의 실제

∙유아의 성인식 형성과정에 따른 성교육의 실제

- 자녀의 성적 놀이 행동지도

안전한 성을

위한 지도방법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접촉경계와 감정, 의사 표현의 교육

-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아요, 싫어요

∙유아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가정에서의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제

양성평등교육

∙성(性)인지와 유아기 양성 평등교육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교육의 실제

- 성 차이와 성 차별 - 평등 가족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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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

한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내용으로는 성 지식, 성 역할, 성 태도, 성 문화,

성폭력, 양성평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 3~4회기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

다. 따라서 부모를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관련하여 시간, 내용, 구성체계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의 성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부모

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과 자녀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대

화의 기술을 익히는 기술도 추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영유아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구대상의 초점이 영유아기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만

맞추어져 있고, 아버지의 관점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교육 관

련 연구 분야의 대부분이 주로 학령기 이상의 자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강서연, 2018). 또한 2000년

이후 영유아 성교육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과 요구 등에 관해 꾸준한 연구가

되고 있지만, 교사의 인식에 치중되어 있다. 영유아 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로 효

과적인 교육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백수현, 201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중 아버지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김성영, 1995; 정영숙외, 2004; 조화현, 2005;

김수진, 2017; 강서연, 2018)와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김병은, 2001; 윤

인자, 2003; 금선희, 2004; 김경옥, 2008; 김혜정, 2011; 이은미, 2013; 이혜정, 2014;

장혜진, 2016; 백수현, 2018)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연구자 내 용

김성영(1995)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성 역할 특성과의 관계 연구로 질문지법 이용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따라 유아의 성 특징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참

여도에 따라 유아의 남성성과 여성성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아버지의 높은 참여가 상대방의 성 특성을 더 인식하게 하여 전통적인 태도와 행동을

덜 인식하게 됨

∙아버지의 참여도에 따라 딸의 남성성 성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아버지가 여아의 남성발달을 도와서 어머니와는 다른 이성적 모델의 행동을 보여줌

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18 -

연구자 내 용

김병은(2001)

∙가정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만5~6세로 인식하였음

∙가정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계기는 영유아가 질문할 때,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었을

때가 많았음.

∙부모 성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가 높음.

윤인자(2003)

∙유치원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교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연구로 설문지 사용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가정에서는 49.8%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64.8%가 성교육 자료가 부족하다고 분석

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함.

금선희(2004)

∙유아기 아동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연구로 90.9%가 자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 86.3%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부모성교육이 있는지 몰라서가 56.1%를 차지함.

∙교육의 기회가 생기면 74.9%가 받겠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성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성교육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낌.

정영숙,

김순희,

민현숙

(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유아의 성, 연령,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지역)에 따라 아버지의 성 평등과 자녀의 성 평등 역할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계성에 대해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함.

∙아버지의 학력과 수입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아버지의 성 평등 의식이 높았고,

아버지의 학력과 수입이 높을 때 자녀의 성 평등 역할교육을 더 기대하였음.

∙아버지의 성 평등 인식과 성 역할 교육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음.

조화현(2005)

∙유아 성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로 질문지법 사용함.

∙아버지는 유아를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성교육이

부모와 교사에 의해 가르쳐져야 한다고 응답함.

∙성교육의 적절한 연령은 5~6세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30대 중반 이전의 아버지들은 30대

중반 이후의 아버지들보다 자녀에게 성교육에 관한 정보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성교육의 어려움은 자료가 부족하고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성교육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함. 그중 성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아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함.

김경옥(2008)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과 실시현황, 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 설

문지를 사용함.

∙유아 성교육은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주 양육자인 학부

모와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고 함.

∙교육기관에서의 지원으로는 전공프로그램 서적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음.

∙부모교육의 참여 의사가 높았으며, 성교육 실시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담당교

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담당교사의 신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김혜정(2011)

∙유아기 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교사가 부모에 비해 유아기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교사 부모 모두 성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부모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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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2013)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어머니 성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성 지식, 성 태도, 자녀 성교

육에 대한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한 유사 실험 연구

∙학령전기 자녀의 부모성교육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및 국가 차

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혜정(2014)

∙부모의 유아 성교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를 위한 연구로 설문지를 사용함.

∙자녀의 성별은 성교육 중요도에 차이를 보이나 부모의 성별은 차이가 없음.

∙성교육의 이유는 이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보는 부모가 많았음.

∙성에 대한 질문에 부모가 사실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또한 동물에

비유하거나 크면 알게 된다고 회피하는 부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성교육 지

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낌.

∙부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가 가장 필요로 함.

장혜진(2016)

∙학령전기 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이 학령전기

부모의 성 지식,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성과 관련된 질문을 최초로 받은 시기는 학령전기(4-6세)가 가장 많았고, 이 시기에

부모의 성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 담당자로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자녀의 성 관련 질문에 대충 가르쳐준다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여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와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부모는 성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 지식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잘

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

∙아직은 성교육이 인성교육, 전인교육, 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식전달과 훈

계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

김수진(2017)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설문지를 사용함.

∙아버지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어머니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

하고,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가정불화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성 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순으로 인식수준이 높음.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함.

∙이후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대해 77%가 넘는 아버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음.

강서연(2018)

∙가정 내 아버지가 생각하는 유아 성교육에 대한 경험과 성교육 과정 속에 겪은 어려움,

원하는 성교육의 방향 고찰에 대한 연구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을 함.

∙아버지들은 유아 성교육에 대해 초기 경험의 중요성과 함께 성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실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상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자 학습경험과 환경 제공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성교육에서도 주요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음.

∙아버지들은 가정 내 성교육을 실행하며 성교육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됨. - 아버지들이 자란 이전 가정에서는 성을 은폐하거나 무시하였고, 성교육에

대해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지식이라고 치부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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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2018)

∙유아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 성교육 관련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사용함.

∙어머니들은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하는 성교육이 자신이 받았던 성교육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함.

∙성교육은 유아들의 발달과 성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일

관성 있게 지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요구하였음.

∙어머니가 성교육에 대한 자료가 구비 되어 있지 않아서 가정에서 지도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활용 가능한 자료개발을 요구함.

∙어머니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에 대한 인식이 답습 되어지고 있으므로, 성 자체를 올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출처 : 강서연(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정 내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

백수현(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재구성함.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부모의 성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 요구

에 대한 연구에 설문지나 질문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성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꾸준히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

도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전이나 현

재의 부모는 변화 없이 성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모가 건강

하고 올바른 성(性)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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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22곳 어린이집의 만

0~5세의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 총 6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의 성교육 실태와 성교육 관련 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분포는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변 인 구 분 N %

부모

아버지

어머니

100

551

15.4

84.6

계 651 100.0

부모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18

440

192

2.8

67.7

29.6

계 650 100.0

부모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92

216

317

25

14.2

33.2

48.8

3.8

계 650 100.0

가정 월 소득

300만원이하

300만원~400만원미만

400만원~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158

203

149

133

24.6

31.6

23.2

20.7

계 643 100.0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184

389

77

28.3

59.9

11.8

계 6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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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N %

자녀

성별

남

여

338

313

51.9

48.1

계 651 100.0

자녀

연령

1~2세

3~4세

5세

6세

7세

13

207

103

171

156

2.0

31.8

15.9

26.3

24.0

43.8

66.2

계 650 100.0

부모

직업

관리·전문가

사무·서비스종사자

기능·기계·조립종사자

판매·단순노무 종사자·기타

주부

119

121

73

81

255

18.3

18.7

11.2

12.5

39.3

계 649 100.0

맞벌이

여부

여

부

299

350

46.1

53.9

계 649 100.0

가족

구조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확대가족

595

14

40

91.6

2.2

6.2

계 649 1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성별은 어머니가 84.6%, 아버지가 15.4%, 연령대는

30대 67.7%로 제일 많았고, 40대 이상이 29.6%, 20대 2.8%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48.8%, 전문대졸이 33.2%, 고졸 이하 14.2%, 대학원 이상 3.8%이었고, 가정의 월 소

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31.6%, 300만원 이하가 24.6%, 400만원~500만원 미만

23.2%, 500만원 이상 20.7%이었다.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59.9%로 제일 많았고,

1명인 경우 28.3%, 3명 이상인 경우가 11.3%이었고,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1.9%,

여아가 48.1%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3~4세가 31.8%, 6세가 26.3%, 7세가 24%, 5세

가 15.9%, 1~2세가 2%로, 영아는 43.8%, 유아는 66.2%이었다. 직업은 주부 39.3%로

제일 많았고, 사무·서비스 종사는 18.7%, 관리·전문가는 18.3%, 판매·단순노무·종사

자·기타는 12.5%, 기능·기계·조립종사자는 11.2%이었다. 부모 중 맞벌이는 46.1%,

외 벌이는 53.9%이었고, 가족의 구조는 부부 가족이 91.6%, 확대가족이 6.2%, 한부

모 가족은 2.2%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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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파악

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이후의 선

행연구(김현실, 2010; 김혜정, 2011; 이혜정, 2014; 장혜진, 2016; 남기원, 주현정, 김

남연, 2016)를 토대로 관련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과 문항은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연구 대상자

배경 변인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 1-10 10

성교육 실태

·성 관련 최초 질문 시기

·성 관련 질문 시 부모의 대답

·성 교육 실시 여부와 언제 실시하는지

·성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성교육의 어려움

·부모성교육 경험 여부

14

15

16-17

22

23

26-27

8

성교육 인식

·성교육 필요성

·성교육 필요한 이유, 필요 없는 이유

·적절한 성교육 시작 시기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

·성교육 기대효과

·부모의 성 지식 정도

·부모성교육의 필요성

11

12-13

18

19

20

21

25

8

성교육 요구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부모성교육 프로그램(개방형 질문)

24

28
2

3. 연구 절차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로 먼저 부모성교육과 관련 문헌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 이후의 선행연구

(김현실, 2010; 김혜정, 2011; 이혜정, 2014; 장혜진, 2016; 남기원, 주현정, 김남연,

2016;)를 토대로 영유아 관련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기본 범주와 관련된 내용이 적

합한가에 대해 면담을 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 중 12, 13번 필요성과 20번 기대

효과, 23번 어려움, 24번 프로그램의 답변 보기에 해당하는 보기예시 문항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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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별도로 영유아기 학부모 38명에게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범주화하여 설문지 12, 13, 20, 23, 24번의 보기 문항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

해 1차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관련학과 박사 2인, 석사 2인, 영유

아 관련 전공자이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 2인에게 내용을 검토받아 단어첨

가, 삭제, 용어변경, 문장 재구성 등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설문지는 최종으로 관련학과 교수 2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설문조사는 2020년 6월 23일 ~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22

곳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께서 문자나 카톡으로 만 0~5

세의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전달 후 어린이집에 유선으로 부모

가 설문지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구글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과

정을 통해 651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NVivo R1(박종원, 20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 교차분석으로 백분율을 산출하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셋째, 설문 문항 중 개방형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주제와 감정으로 나누

어 분석하기 위하여 NVivo R1의 자동코딩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 R1

프로그램의 경우 주제와 감정분석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문장을 파파고를 통해 영어로 번역한 후에 영어 전공 교수의 감수를 받았다. 코딩

중에서 유사한 코딩 값은 범주화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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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부모의 성교육 실태

1) 자녀 성교육 실시 여부와 언제 실시하는지

<표 Ⅳ-1> 자녀 성교육 실시 여부와 언제 실시하는지

구분 N %

자녀 성교육 실시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293

357

45.1

54.9

계 650 100

자녀 성교육은

언제 실시하는지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

생활 주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

문제행동이 있을 때

38

118

104

31

13.1

40.5

35.7

10.7

계 291 100

본 연구 참여자 중 45.1%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54.9%는 실시하지 않는 것

으로 응답하였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윤인자(2003)의 연구 결과 가정에서 49.8%가 성교육을 실

시한다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

고,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성교육를 실시한다고 대답한 참여자 중 언제 성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생

활 주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가 40.5%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질문이

있을 때가 35.7%,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가 13.1%, 문제행동이 있을 때가 10.7%로

응답하였다. 이는 김병은(2011)의 연구 결과 가정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계기는 영

유아가 질문할 때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자녀의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 실시하기보다는 부분

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 관련 최초 질문 시기와 부모의 대답

<표 Ⅳ-2> 성 관련 최초 질문 시기와 부모의 대답

구분 N %

성 관련

최초 질문 시기

영아기(0세~4세)

유아기(5세~7세)

받아본 적 없음

106

199

343

16.4

30.7

52.9

계 649 100



- 26 -

구분 N %

성 관련 질문 시

부모의 대답

더 크면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함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림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 여쭈어보라고 함

책을 보라고 함

대충 가르쳐 줌

자세히 가르쳐 줌

12

3

1

10

163

119

3.9

1.0

0.3

3.2

53.0

38.6

계 308 100

성 관련 최초 질문 시기는 받아본 적 없음이 52.9%로 제일 많았고, 유아기가

30.7%, 영아기가 16.4% 순으로 응답하였고, 성 관련 최초 질문은 영아기보다 유아

기에 더 많이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영아기 자녀는 언어표

현이 원활하지 않아 유아기의 아동이 더 많이 질문하였을 수 있다.

질문을 받은 경우 질문에 부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대충 가르쳐 줌이

53.0%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자세히 가르쳐 줌이 38.6%로 응답하였다. 더 크면

알게 된다거나 책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 여쭈어보라고 한경우는 8.4%로 응답하였다.

이는 장혜진(2016)의 연구 결과 최초 질문 시기가 학령전기(4~6세)가 가장 많았던

결과와 유사하며, 영유아의 질문이 많은 시기에 부모성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 관련 질문에 대충 가르쳐준다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한 것과 결과가 유

사하며, 부모가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성교육에 대한 정보수집과 어려움

<표 Ⅳ-3> 성교육에 대한 정보수집과 어려움(복수응답)

구분 N %

성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N=647)

성교육 관련 책

TV, 신문, 인터넷,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서

그냥 경험상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내준 유인물과 자료

203

407

324

168

31.4

62.9

50.1

26.0

계 1102 170.3

성교육의

어려움

(N=642)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

성과 관련된 용어나 단어선택이 어려워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성교육을 지도하기에 쑥스럽고 민망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해시키기 쉽지 않아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몰라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196

281

379

94

233

495

153

30.5

43.8

59.0

14.6

36.3

77.1

23.8

계 1831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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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에 대한 정보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TV, 신문, 인터넷,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서가 647명 중 407명으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그냥 경험상 알고 있

는 지식으로가 324명, 성교육 관련 책이 203명, 기관에서 보내준 자료가 168명 순으

로 응답하였다. 이는 이혜정(2014), 장혜진(2016)의 연구 결과 유사한 것으로 이것은

부모가 성(性)에 관해 수집한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고, 그 정보가 잘

못된 정보일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장혜진, 2016). 또한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에 맞는 성(性)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몰라

서가 642명 중 495명으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서워가 379명, 성과 관련된 용어나 단어선택이 어려워서가 281명,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해시키기 쉽지 않아서가 233명,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

가 196명,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가 153명, 성교육을 지도하기에

쑥스럽고 민망해서가 95명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성 지식이 부족해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화현(2005), 장혜진(2016)의 연구 결과

유사하며, 부모는 대체로 성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윤인자

(2003), 금선희(2004), 조화현(2005), 백수현(2018)의 연구 결과 성교육 자료의 부족

을 성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모가 참고할 자료를 요구하

는 것으로 자녀의 발달에 맞는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모성교육의 경험 여부와 경험이 없는 이유

<표 Ⅳ-4> 부모성교육의 경험 여부와 경험이 없는 이유

구분 N %

부모 성교육

경험 여부

있다

없다

128

520

19.8

80.2

계 648 100

부모 성교육

경험이 없는 이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교육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홍보부족)

시간이 없어서

17

2

370

116

3.3

0.4

73.3

23.0

계 5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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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교육 경험이 있다가 19.8%, 없다가 80.2%로 응답하였고, 부모성교육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참여자 중 부모성교육 경험이 없는 이유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홍

보부족)이 73.3%로 제일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가 23.0%,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가 3.3%, 교육 경비가 부담스러워서가 0.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홍보 부족) 부모성교육의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금선희(2004)의 연구 결과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용 성교육 프로그램에 86.3%

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56.1%로 나

타난 연구와 유사하며, 교육의 기회가 생기면 74.9%가 받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

해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를 알 수 있다.

부모는 대체로 성교육 경험이 없으며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생활

화되지 않았다. 또한 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모는 대충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성교육 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

을 보였다. 지금까지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성교육 실태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가 자

녀교육 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부모의 성교육 인식

1) 성교육 필요성

<표 Ⅳ-5> 성교육 필요성

구분 N %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절대 필요 하다

1

3

6

329

311

.2

.5

.9

50.6

47.8

1.6

99.3

계 650 100

성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99.3%가 영유아의 성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가 1.6%로 응답하였다. 이는 김병

은(2001), 윤인자(2003), 금선희(2004), 조화현(2005), 김경옥(2008), 이혜정(2014), 강

서연(2018), 백수현(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대부분

의 부모는 영유아기 자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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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SD) t

부모
어머니

아버지

551

99

4.50(.536)

4.21(.627)
4.78***

영유아
남아

여아

338

312

4.43(.563)

4.48(.555)
-1.11

2) 부모와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표 Ⅳ-6> 부모와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p<.001

부모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하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성교육 필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t=4.78, p＜.001), 자녀 성별에 따른 성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는 없지만,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에 대한 성

교육의 중요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혜정(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성별은 자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지만, 자녀의 성별은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3)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

산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7>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구분
성교육 필요성

평균 Scheffe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4.56

4.47

4.41

F 1.266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4.34

4.52

4.44

4.56

F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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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교육 필요성

평균 Scheffe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소득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4.45

4.50

4.48

4.38

F 1.209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4.43

4.45

4.55

F 1.227

직업

관리·전문가

사무·서비스

기능·기계조립

판매·단순노무·기타

주부

4.46

4.44

4.25

4.46

4.52

ab

ab

a

ab

b

F 3.494**

가족

구조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확대가족

4.45

4.29

4.65

ab

a

b

F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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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준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

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494,

*p<.05) 직업에 따라 성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494,

**p<.01), 사후검정 결과 주부집단이 기능·기계 조립집단보다 성교육의 필요성을 높

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구조에 따라 성교육의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F=3.163, **p<.01), 사후 검정결과 확대가족이 한부모 가족보다 성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연령과 소득, 자녀의 수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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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교육 필요한 이유와 필요 없는 이유

<표 Ⅳ-8> 성교육 필요한 이유(복수응답)

구분 N %

성교육

필요한

이유

(N=640)

올바른 성인식, 성지식,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 배려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바르게 지도

건강한 성의 개념과 성 역할

다양한 성폭력과 위험한 상황에 벗어나는 방법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맞는 성교육

성 학대, 성폭력, 성추행 등이 범죄라는 인식

사랑과 이성 교제, 가족의 형성에 대한 기초

전인적인 발달 측면

성적 놀이에 대한 올바른 지도

522

386

386

355

333

332

265

216

168

146

81.6

60.3

60.3

55.5

52.0

51.9

41.4

33.8

26.3

22.8

계 3109 485.8

영유아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참여자 중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성인식, 성 지식,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가 640명 중 522명으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

고,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 배려하기 위해서와 아이의 성적 호기심

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가 각각 386명, 건강한 성(性)의 개념과 역할을 위해서가

355명, 다양한 성폭력과 위험한 상황에 벗어나는 방법을 위해서가 333명, 아이의 성

장 과정에서 맞는 성교육을 위해서가 332명, 성 학대, 성폭력, 성추행 등이 범죄라

는 인식을 위해서가 265명, 사랑과 이성 교제, 가족의 형성에 대한 기초를 위해서가

216명, 전인적인 발달 측면을 위해서가 168명, 성적 놀이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

해서가 14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유아의 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대답한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5) 성교육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모 인식 차이

<표 Ⅳ-9> 성교육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모 인식 차이(복수응답)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대상자(N=640)

어머니(N=545) 아버지(N=95)

1. 전인적인 발달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

2. 올바른 성인식과 성지식, 가치관

3.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 배려

4.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바르게 지도

5. 성 학대, 성폭력, 성추행 등이 범죄라는 인식

6.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맞는 성교육

140(25.7%)

450(82.6%)

334(61.3%)

227(41.7%)

332(60.9%)

293(53.8%)

28(29.5%)

72(75.8%)

52(54.7%)

38(40.0%)

54(56.8%)

3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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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대상자(N=640)

어머니(N=545) 아버지(N=95)

7. 다양한 성폭력과 위험한 상황에 벗어나는 방법

8. 성적 놀이에 대한 올바른 지도

9. 건강한 성의 개념과 성 역할

10. 사랑과 이성 교제, 가족의 형성에 대한 기초

293(53.8%)

130(23.9%)

318(58.3%)

187(34.3%)

40(42.1%)

16(16.8%)

37(38.9%)

29(30.5%)

계 2,704 405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모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부모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의 빈도가 높은 3가지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올바른 성인식과 성 지식,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성 학대, 성폭력, 성추행 등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는 김경옥(2008), 강서연(2018)의 연구 결과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필

요하다는 결과 유사하며, 영유아기 자녀가 올바른 성인식과 성 지식, 가치관을 가지

게 하기 위해 성교육의 필요를 느낀다고 알 수 있다.

6) 적절한 성교육 시작 시기와 부모의 성 지식 정도

<표 Ⅳ-10> 적절한 성교육 시작 시기와 부모의 성 지식 정도

구분 N %

적절한

성교육 시작 시기

영아기(0~4세)

유아기(5세~7세)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이상

91

397

104

50

14.2

61.8

16.2

7.8

계 642 100

부모의

성지식 정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58

277

285

28

0

9.0

42.7

44.0

4.3

0.0

계 648 100

자녀의 적절한 성교육 시작 시기는 유아기(5세~7세)가 61.8%로 제일 많이 응답하

였고, 초등학교 1~2학년이 16.2%, 영아기(0~4세)가 14.2%, 초등학교 3~4학년 이후가

7.8%으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김병은(2001), 조화현(2005), 장혜진(2016)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하며, 성과 관련된 질문도 많은 시기가 유아기(5~7세)로 부모는 유아

기를 적절한 성교육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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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성 지식 정도에는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가 51.7%, 보통이다가 44.0%, 충

분하다가 4.3%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는 대체로 성 지식이 보통이거나 부족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화현(2005), 이혜정(2014), 장혜진(2016)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 지식을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부모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부모의 성 지식 인식 차이

<표 Ⅳ-11> 부모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부모의 성 지식 인식 차이

구분 N M(SD) t

부모
어머니

아버지

548

100

2.41(.716)

2.59(.698)
-2.33*

맞벌이
예

아니오

296

350

2.52(.674)

2.36(.743)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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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성 지식의 정도에 대하여 어머니의 평균은 2.41점, 아버지의 평균은 2.59점

으로 아버지가 성 지식의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33, p＜.05). 또한 맞벌이의 경우 평균은 2.52점, 외

벌이 경우 2.36점으로 맞벌이 부모가 성 지식의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33, p＜.01). 이번 연구에는

전업주부가 많을 것을 고려할 때 부모의 성 지식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

인이 성 지식이 높은 것으로 인식함을 할 수 있다.

8)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의 성 지식 인식 차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의 성 지식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분산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2>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의 성 지식 인식 차이

구분
성지식 정도

평균 Scheffe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2.50

2.42

2.46

F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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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지식 정도

평균 Scheffe

인구

사회

학적

변수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2.35

2.35

2.49

2.72

a

a

ab

b

F 3.541*

소득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32

2.44

2.47

2.53

F 2.284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2.41

2.43

2.53

F .805

직업

관리·전문가

사무·서비스

기능·기계조립

판매·단순노무·기타

주부

2.67

2.40

2.47

2.45

2.35

b

ab

ab

ab

a

F 3.924**

가족

구조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확대가족

2.44

2.29

2.42

F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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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성 지식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

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541,

*P<.05). 사후 검정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집단보다 성 지

식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라 성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F=3.924, **p<.01), 사후검정 결과 관리·전문가 집단이 주부 집단에 비해 성 지

식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연령과 소득, 자녀 수, 가족구조에 따른 성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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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와 기대효과

<표 Ⅳ-13>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와 기대효과(복수응답)

구분 N %

성교육

담당자

(N=650)

부모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성교육 전문가

493

381

514

75.8

58.6

79.1

계 1388 213.5

성교육

기대효과

(N=650)

남녀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육성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지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육성

결혼과 가족의 형성 이해

412

493

363

184

498

150

63.4

75.8

55.8

28.3

76.6

23.1

계 2100 323.1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로는 참여자 650명 중 성교육 전문가가 514명으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부모가 493명,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선생님이 381명으로 응답

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는 성교육 전문가, 부모, 기관의 선생님

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혜정(2014)의 연

구에서 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인식에 부모와 교사가 같이(70.4%)로 성교육 전문가

(24.6%)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차이가 있다. 반면 강서연(2018)의 연

구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자 학습경험과 환경 제공자 등 다양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고 성교육에서도 주요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이번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과반수이상이 부모, 교사, 성교육전문가가 성교육 담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기에 가정과 기관, 전문가가 함께 담당할 때 효과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성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참여자 650명 중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육성이 498명으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493명, 남녀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육성이 412명,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지

도가 363명,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은 184명, 결혼과 가족의 형성 이해는 150명으

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영유아의 성교육의 필요한 이유인 올바른 성인식과 성 지식,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와 일치하며, 영유아 성교육을 통해 성(性)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신체, 정신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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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모성교육의 필요성

<표 Ⅳ-14> 부모성교육의 필요성

구분 N %

부모 성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 하다

절대 필요 하다

0

15

53

348

233

0.0

2.3

8.2

53.6

35.9

10.5

89.5

계 649 100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89.5%, 보통이다, 필

요 없다가 10.5%로 응답하였고, 이것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성교육 경험에서 부모성교육 경험

이 있다가 19.8%, 없다가 80.2%로 응답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부모성교육에 참여

의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1(김혜정)과 유사한 연구 결과이다.

11) 부모의 성별과 자녀연령에 따른 부모성교육의 필요성 인식 차이

<표 Ⅳ-15> 부모의 성별과 자녀연령에 따른 부모성교육의 필요성 인식 차이

구분 N M(SD) t

부모
어머니

아버지

549

100

4.30(.652)

3.86(.792)
5.96***

자녀연령
영아(0~4세)

유아(5~7세)

206

429

4.31(.663)

4.19(.706)
2.12*

*p<.05, ***p<.001

부모성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어머니의 평균은 4.30점으로 아버지의 평균은 3.86점

으로 어머니가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96, p＜.001).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성교

육 필요성 인식은 영아기의 평균은 4.31점으로 유아기의 평균은 4.19점으로 자녀연

령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96, p＜.05). 즉,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부모성교육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

다. 이는 백수현(2018)의 연구 결과 어머니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이 답습되어 자녀

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부모성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자녀들이 노출되고 있어 조기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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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성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분산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6>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성교육 필요성 인식 차이

구분
부모성교육 필요성

평균 Scheffe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4.22

4.26

4.16

F 1.593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4.00

4.20

4.30

4.40

a

ab

ab

b

F 5.298**

소득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4.16

4.31

4.28

4.17

F 2.038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4.30

4.24

4.00

b

b

a

F 5.242**

직업

관리·전문가

사무·서비스

기능·기계조립

판매·단순노무·기타

주부

4.43

4.19

4.03

3.95

4.33

b

ab

a

a

b

F 8.453***

가족

구조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확대가족

4.23

4.08

4.33

F .689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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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성교육 필요성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성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5.298, **p<.01),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부

모성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수에 따라 부모성교육 필요성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242, **p<.01), 사후검정 결과 자녀가 1명인 집단

이 자녀가 3명인 집단보다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라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8.453, ***p<.001), 사후

검정결과 관리·전문가 집단과 주부집단이 기능·기계조립 집단과 판매·단순 무·기타

집단보다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자

녀의 수가 적을수록, 관리·전문가 집단이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연령과 소득, 가족구조에 따른 부모성교육 필요성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영유아 성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필요성 인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성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올바른 성인식, 성 지식,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영유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모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로는 가정, 기관,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성교육 필요성 또한 높게 인식

하고 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영아기 부모가 유아기 부모보다 부모성교육의 필

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올바른 성인식, 성 지식, 가치

관을 가지도록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부모의 성교육 요구

1)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표 Ⅳ-17>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구(복수응답) (N=647)

구분 N %

성교육 시기, 나이에 맞는 성교육 내용 및 방법

남녀의 신체 기능 및 차이와 청결유지

건강한 성의 개념과 이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아이와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443

437

410

370

312

68.5

67.5

63.4

57.2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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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아기의 임신과 출생과정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성적 놀이 시 지도방법

부모가 먼저 성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아는 것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결혼과 가족의 형성

Q&A

255

243

191

183

153

126

105

73

39.4

37.6

29.5

28.3

23.6

19.5

16.2

11.3

계 3301 510.2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위 <표 Ⅳ-17>와 같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성교육 시기와 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과 지도방법, 남녀의 신체 기능 및

차이와 청결유지, 건강한 성(性)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의 요구

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윤인자(2003), 금선희(2004)와 유사한 연구 결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요구가 있었다. 김혜정(2011)은 부모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이혜정(2014)은 부모가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자료가 가

장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백수현(2018)은 어머니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性)에 대

한 인식이 자녀에게 답습되고 있으므로, 부모가 성(性)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개발을 요구하였다.

김성영(1995)의 연구 결과 아버지의 참여도가 유아의 성(性)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강서연(2018)은 가정 내 아버지의 성교육 실행이 성교육에 대한 시

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성교육에도 다른 부모교육처럼 아버

지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어머니 위주의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혜진(2016)의 연구 결과 아직은 성교육이 인성교육, 전인교육, 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식전달과 훈계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에 부모가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며, 영유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성(性)과 관련하여

자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게 성교육하기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2) 부모에 따른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요구의 차이

<표 Ⅳ-18> 부모에 따른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요구의 차이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어머니 아버지

아기의 임신과 출생과정

남녀의 신체 기능 및 차이와 청결유지

209(38.1%)

375(68.4%)

46(46.5%)

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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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어머니 아버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건강한 성의 개념과 이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아이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

부모가먼저성이라는존재의아름다움의가치를아는것

성교육 시기, 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과 지도방법

Q & A

성적놀이 시 지도 방법

성인지감수성

결혼과 가족의 형성

317(57.8%)

341(62.2%)

206(37.6%)

110(20.1%)

269(49.1%)

157(28.6%)

382(69.7%)

61(1.1%)

170(31.0%)

137(25.0%)

85(15.5%)

53(53.5%)

69(69.7%)

37(37.4%)

16(16.2%)

43(43.4%)

26(26.3%)

61(61.6%)

12(12.1%)

21(21.2%)

16(16.2%)

20(20.2%)

계 548 99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요구에 대해 부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

과 부모에 따라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개방형 질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추가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받아서 주제와 감정으로 나누어 NVivo R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동코딩한 주제와 감정에 대한 코딩 값은

아래 <표 Ⅳ-19> 와 같다.

<표 Ⅳ-19> Nvivo R1 프로그램 자동코딩을 통한 주제 및 감정분석

주제(Theme) 코딩수 감정(Sentiment) 코딩수

교육(Education) 78 긍정적(Postitive) 17

교육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
21 부정적(Negative) 8

부모(Parent) 19

코딩 중에서 유사한 코딩 값은 범주화하였고,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41 -

<표 Ⅳ-20> Nvivo R1 프로그램 자동코딩을 통한 주제 및 감정분석 결과

구 분 내  용

주제

(The

me)

교육

(Education)

∙부모성교육의 기회(홍보)가 많았으면 좋겠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

∙성교육이 의무화, 필수교육으로 자녀와 부모가 정기적으로 실시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을 위한 구체적인 부모성교육 방법

∙성교육 관련 서적이나 자료, 동영상 자료, 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

∙놀이 식 성교육 프로그램

∙쉽게 들을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자녀 성교육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부모

(Parent)

∙부모참여 활동과 놀이를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자녀의 눈높이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성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부모성교육

감 

정

(Sen

time

nt)

긍정적

(Postitive)

∙성은 삶의 일부이다

∙성교육의 기회가 많아서 쉽게 참여하면 좋겠다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이

맞지 않다

∙자녀의 성별에 맞는 성교육과 부모가 어떻게 알려주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

∙소방훈련처럼 매달, 분기별로 생활화 된 성교육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교육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성교육 자료(동화, 영상) 추천

∙남·여 성 기능의 차이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부정적

(Negative)

∙자녀에게 성교육하기 쉽지 않고,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

∙질문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음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움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해 상황인지 아는 교육

∙현재 성폭력 대처상황에 대한 지도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성교육의 기회가 많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처럼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서 매달 소방훈련을 실시하듯 성교육이 의무화되어서 필수교육으로 자녀와 부모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성교육 관련 서적이나 동영상 및 관련 자료,

언제든 성교육을 쉽게 들을 수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였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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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른 성을 위한 구체적인 부모성교육 방법과 부모교육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안돼요, 싫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이 맞지 않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

하며, 현재 성폭력 대처상황에 대한 지도 방식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

해 상황인지 아는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현재 성폭력에 대처하

는 교육방식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性)과 관련된 질

문이 당황스럽고, 자녀에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서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정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Ⅳ-21> Nvivo R1 프로그램 자동코딩을 통한 프로그램 요구

구 분 내  용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

∙부모성교육의 기회(홍보)가 많아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성교육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

∙성교육이 의무화, 소방훈련처럼 매달, 분기별로 필수교육으로 자녀와 부모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생활교육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을 위한 구체적인 부모성교육 방법

(연령과 자녀의 성별, 자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용어사용, 방법 등)

∙성교육 관련 서적이나 자료, 동영상 자료, 시스템 구축(온라인 성교육)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성교육 자료(동화, 영상) 추천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폭력 대처 방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남·여 성 기능의 차이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부모성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모의 차이는 없으며, 자녀의 성교육 시기와 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과 지도방법, 남녀의 신체 기능 및 차이와 청결유지, 건강한 성의

개념과 이해, 아이와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의 요

구가 많다. 부모성교육의 기회가 많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처럼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시할 수 있는 생활교육의

요구가 있다. 또한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현실에 맞

는 프로그램으로 수정의 요구가 있고,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의 요구가 있다. 현

재의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잘 지도할 수 있는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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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영유아가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전 생애를 통해 성(性)적 존재로서 나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유아기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유아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부모나 교사가 건강한 성(性)에 대

한 개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영유아를 성(性)적 존재로 인정하고 관련 행동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부모는 대체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받

고 성장한 경우가 매우 적기에 때문에 자녀 성교육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최

근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아동 간 발생한 성 관련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

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2020)에서는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에 대한 국가 수준 대

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느 때 보다 영유아의 1차적 사회화의 주체인 부모와 교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인식과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자녀의 발달에 맞는 부모성교육 관련 자료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것을 통해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性) 가치관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

을 하며,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자녀 간 성(性)과 관련된 대화와 소통에 도움을 주

는 자료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23일 ~ 7월 17일까지 영유아기 자녀를 둔 65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첫째, 자녀 성교육과 관련하여 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

실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기(5~7세)의 아동이 성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부모성교육의 요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성(性)과 관련한 질문에 대충

가르쳐 준다라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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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인터넷,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얻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모가 성에 관한 수집 정보가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고,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모에게 자녀

의 발달에 맞는 성(性)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성교육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자녀의 발달에 맞는 성(性)과

관련된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다.

넷째, 부모성교육의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성교육 경험이 없는 이유

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홍보부족)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가 부각되었다.

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인식은 어떠한가?

첫째, 부모는 대체로 영유아기 자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는 없지만, 부모의 성별과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가족구조에 따른 부모성교육의 인식의 차이는 있었다.

둘째,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성인식, 성 지식, 가치관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

해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셋째, 적절한 성교육의 시기는 유아기(5~7세)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성 지식은 보

통 혹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 지식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외벌이 가정보다는 맞벌이 가정이,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주부보다는 관리, 전문가 집단이 성 지식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넷째, 바람직한 성교육 담당자로는 성교육 전문가, 부모, 기관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신체, 정신적 성

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모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별에서는 어머니가, 자

녀의 연령에서는 영아기 부모가 부모성교육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

육수준이 높고,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관리, 전문가 집단이 부모성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교육 요구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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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의 성교육 시기와 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과 지도방법에 대해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에 따른 요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둘째, 부모성교육의 기회가 많아서 쉽게 들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교육의 의무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性)을 위한 구체적인 부모성교육 방법으로 자녀

의 성적 질문에 대답하는 법과 성교육 시 용어의 선택, 아이와 놀이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남·여 성 기능의 차이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폭력 대처 방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였다.

넷째,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성교육 관련 서적이나 자료, 동영상 자료, 시스템 구축(온라인 성교육)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성교육 자료(동화, 영상)를 요구하였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80년대 처음으로 공교육 안에 들어왔고, 90년대 이후부

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학사노하우, 08.10.31.).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는 성교육 실태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현재 부모의 성교육 실태와

인식,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으나 성교육 실태와 인식은 선행연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왜 성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

구가 있었음에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는 변화가 없었냐는 것이다. 과연 실

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성교육 시

작 시기와 방법, 접근성, 놀이를 통한 성교육 방법, 장애아를 위한 부모성교육프로

그램,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료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부모의 실제 요구들이 부

모성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영유아기는 성에 대한 기초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 오감을 통해 성욕을 충족하고

(하임 기너트, 2003, 놀이를 통해 오감을 충족한다(전남련, 최진원, 권경미, 박은희,

남궁기순, 2013). 이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충분한 놀이를 통해 오감이 충족되

는 것이 영유아의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하임 기너트, 2003). 영유아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 부모가 먼저 올바른 성(性)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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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정민자, 2013).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올바른 성(性) 가치관

을 갖고 자녀에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性)과 관련하여 대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린다 에어, 리처드 에어, 2013). 이에 영유아는 부모로부터 올바른 성

(性)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자녀의 나이가 부모의 나이라고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내용

으로 구성된 부모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부모에게만 성교육을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개입으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성(性)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구자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영유아와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 부모의 인식과 요

구에 맞게 조금이라도 성교육 실행을 높일 수 방법을 가정, 기관, 성교육 전문가,

국가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와 충분한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한다. 자녀가 어려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양육에 대한 정보와 오감을 자극하며 놀이하는 법을 배운다면 부

모는 효능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모일 경우 상대적

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놀이를 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일과 중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한다. 영유아가 바

깥에서 자연과 함께 충분히 놀이한다면 오감이 충족되며, 성과 관련된 문제와 크고

작은 문제행동들이 소거될 것이다. 또한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고 건강하게 성

장할 것이다.

셋째, 성교육 전문가는 부모가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성교육과 어플

리케이션 제공이 필요하다. 자녀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성교육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가정, 기관, 성교육 전문가가 국소적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다. 네덜란드의 경우 부모와 함께 포괄적 성교육으로 4세부터 성교육이 시작되어서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초등 4학년부터 제도화된 필수 성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때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김소장, 2020.11.26.).

이런 과정을 통해 네덜란드는 첫 성관계 연령이 12.4세에서 17.7세로 올라 첫 성관

계 연령이 유럽에서 단연 높고, 데이트 강간, 청소년 출산율, 낙태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한국교육신문, 2014.12.05.).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한 범죄양상이 날로 상상

을 초월하고 있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성(性)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성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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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性)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지

연구 제목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성교육’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성과 관련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써 자녀의 긍정적인 성(性)가치관 형성과 성(性)문제 해결 및 대처 방안에 기여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성(性)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연구는 ‘개인정보 동의’하에 진행하고, 작성해 주신 응답은 오직 학문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과정 참여를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능하고, 수집된 

정보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연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

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

다.

지도교수 : 정민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 손인옥(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대학원생) bbibbi2011@hanmail.net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설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설문 작성을 그만둘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인적 정보 관리 및 비밀보장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4. 본 설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귀하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명 란에 ‘동의합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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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대상자：➀ 어머니 ➁ 아버지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학력 : ➀ 고졸 이하 ➁ 전문대졸 ➂ 대졸 ➃ 대학원 이상

4. 가정의 월 소득 :

➀ 200만원미만 ➁ 200만원~300만원미만 ➂ 300만원~400만원미만 ➃ 400만원~500만원미만

⑤ 500만원이상

5. 자녀수 : ➀ 1명 ➁ 2명 ➂ 3명 ➃ 4명이상

6. 자녀의 성별(영유아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으로 자녀

1인만 선택하여 기록) : ➀ 남 ➁ 여

7. 자녀의 연령(6번에 기록한 자녀 1인의 연령을 기록) :

➀ 1~2세(2019년~2020년생) ➁ 3~4세(2017년~2018년생) ➂ 5세(2016년생)

➃ 6세(2015년생) ⑤ 7세(2014년생)

8. 직업(한국표준직업분류) :

➀ 관리자(입법 공문원, 고위직 공무원, 각족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생명과학자, 교육전문가,

교사, 회계사 작가 및 예술가 등)

➂ 사무 종사자(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여행사 직원 등)

④ 서비스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주차단속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조리사, 각종 안내원 등)

⑤ 판매 종사자(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상품대여, 텔레마케터,

홍보도우미 등)

⑥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농업, 임업, 어업근로자, 동물사육사, 정원사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악기제조사 및 조율사,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근로자등)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

⑩ 군인

⑪ 주부

9. 맞벌이 여부 : ➀ 예 ➁ 아니오

10. 가족구조 : ➀ 부부가족(자녀+부모) ➁ 한부모가족(자녀+여성,남성,미혼부,미혼모)

③ 확대가족(자녀+부모+조부모)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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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의 필요성>

11. 자녀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13번 문항으로) ② 필요 없다(13번 문항으로)

③ 보통이다(별로 관심없다) ④ 필요 하다(12번 문항으로)

⑤ 절대 필요 하다(12번 문항으로)

12.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문항 11에서 ‘필요 하다, 절대 필요 하다’에 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① 전인적인 발달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이라서

② 올바른 성인식과 성 지식,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③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④ 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⑤ 성 학대, 성폭력, 성추행 등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⑥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는 성교육을 위해서

⑦ 다양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 벗어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⑧ 성적 놀이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⑨ 건강한 성의 개념과 성역할을 알려주기 위해서

⑩ 남녀의 사랑과 이성 교제, 가족의 형성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13. 성교육이 필요 없다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문항 11에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에 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③ 자라면서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④ 아이를 자극하여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⑤ 아이가 궁금해 하지 않고, 아이가 관심이 없어서

⑥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받고 있어서 집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⑦ 성교육이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성교육 실태>

14. 자녀로부터 성에 관련된 질문을 최초로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영아기(0~4세) ② 유아기(5~7세) ③ 받아본 적 없음(16번 문항으로)

15. 자녀의 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① 더 크면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함

②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화를 냄

③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림

④ 어머니(또는 아버지)께 여쭈어 보라고 함

⑤ 선생님께 여쭈어 보라고 함

⑥ 책을 보라고 함

⑦ 대충 가르쳐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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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세히 가르쳐 줌

16.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십니까? ① 예(17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18번 문항으로)

17.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신다면 언제 하십니까?

(문항 16에서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①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 실시한다.

② 생활 주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③ 질문이 있을 때 실시한다.

④ 문제행동이 있을 때 실시한다.

18. 자녀에게 성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아기(0~4세) ② 유아기(5~7세) ③ 초등학교 1~2학년(8~9세)

④ 초등학교 3~4학년(10~11세) ⑤ 초등학교 5~6학년(12~13세) ⑥ 중고등학교(14~19세)

⑦ 20세 이상

19. 성교육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부모 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선생님 ③ 성교육 전문가

20. 자녀 성교육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① 남녀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육성

②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③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지도

④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⑤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육성

⑥ 결혼과 가족의 형성 이해

21. 성에 관한 자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2. 성교육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으시나요?(복수 응답)

① 성교육 관련 책

② TV, 신문, 인터넷,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서

③ 그냥 경험상 알고 있는 지식으로

④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내준 유인물이나 성교육 강연회 자료

23. 성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요?(복수 응답)

①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

② 성과 관련된 용어나 단어선택이 어려워서

③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④ 성교육을 지도하기가 쑥스럽고 민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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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해시키기 쉽지 않아서

⑥ 아이의 연령에 맞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몰라서

⑦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부모 성교육 내용>

24.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성과 관련된 대화를 위해 부모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원

하시는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복수 응답)

① 아기의 임신과 출생과정

② 남녀의 신체 기능 및 차이와 청결유지

③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④ 건강한 성의 개념과 이해

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⑥ 양성평등에 대해서

⑦ 아이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

⑧ 부모가 먼저 성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아는 것

⑨ 성교육 시기, 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과 지도방법

⑩ Q&A(교육 전 미리 익명으로 질의를 받아서 강의 후 하나씩 응답해 주기)

⑪ 성적놀이 시 지도방법

⑫ 성인지감수성(다른 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⑬ 결혼과 가족의 형성

<부모 성교육 참여>

25. 자녀 성교육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하다 ⑤ 절대 필요 하다

26. 자녀 성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28번 문항으로) ② 없다(27번 문항으로)

27.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26에서 ‘없다’라고 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② 교육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③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홍보부족) ④ 시간이 없어서 ⑤ 기타

2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

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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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5 유치원 성교육 표준안 영역 및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 표 내용 요소 활 동 내 용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인간

발달

(1)

나의

몸과

마음

내 몸의 소중함, 나의 출

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

바르게 알고 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알고 통제하며 조

절한다.

소중한

나의 몸

∙하나 뿐인 내 몸의 소중함

∙성적 존재로서 소중한 나

신체.

운동.

건강

자연

탐구

나의 출생과

성장 과정

알기

∙나의 출생 과정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로서의 나

∙시간에 따른 내 몸의 성장과 변화

내 몸의

구조와 기능

알기

∙신체 각 부분의 특성과 기능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상황에 따른 내 감정의 변화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2)

남녀의

성과

생활

나와 다른 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 특징이

다름을 이해하고 남녀의 생

활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안

다.

남녀의 생활 ∙남녀의 신체 특징

인간

관계

(1)

소중한

가족

가족 구성의 역할에 대해 알

고 가족 구성원의 성차로 인

해 지켜야 할 예절을 이해하

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협력하는 마음을 지닌

다.

가족의 역할

알기

∙가족 구성원의 역할

∙상황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사회관계

의사소통

가족에 대한

예절 지키기
∙가족 간의 지켜야 할 예절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가족

(2)

유치원에

서

만난

친구

친구의 의미, 친구와 함께

있는 즐거움 등을 이해하고,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에 차

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을 통해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알고 이를

실천한다.

친구의 의미

알기

∙친구의 의미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움

친구 간의

예절 지키기

∙내 생각과 친구 생각의 차이와 존중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

(3)

결혼의

의미와

나

결혼의 의미, 결혼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가정과 부모 등

을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부

모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이

해한다.

결혼, 부모와

나의 관계

∙결혼의 의미와 가정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성

건강

(1)

내 몸의

관리

자신의 몸에 대한 청결한 관

리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옷

차림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실천한다.

내 몸의

청결한

관리와

옷차림

∙나를 깨끗이 하기

∙생식기 건강을 위한 상황에 맞는 옷

차림

신체.

운동.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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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제 목 표 내용 요소 활 동 내 용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사회

와

문화

(1)

성폭력의

예방

타인에 대한 성적 강요 행동

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

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

는 위험한 상황이나 성적 강

요 행동과 언어에 대해 적절

한 대처행동을 알고 실천한

다.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과

언어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의 의미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에 사용하는

언어

∙강제로 내 몸 만지는 일 대처 방법

∙타인의 성적 강요된 행동의 대상 및

유형

신체.

운동.

건강

예술

경험

사회

관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

황에서의 대처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2)

성역할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등한

가치인식을 가지고 대하여

이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도 동등한 가치를 바탕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양성평등을

실천한다.

성역할과

양성평등

∙남성.여성의 동등한 가치 인식

∙남성.여성의 동등한 가치에 다른 역

할 수행

(3)

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

인터넷 등 미디어의 활용과

편리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

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 바르

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실천한다.

인터넷 등

미디어의

특성과 바른

사용

∙인터넷 등 미디어의 활용과 편리성

∙인터넷 등 미디어의 바른 사용

<부록 3>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주제와 내용(레벨 1 – 5세 ~ 8세)

영 역 주 제 내 용

관계

1)가족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

∙가족 구성원 각각 다른 요구와 역할이 있음

∙가족 구성원 역할과 책임에는 종종 젠더 불평등이 나타남

∙가족 구성원은 아이들의 가치교육에 중요

2)친구,

사랑, 연인,

관계

∙우정의 종류는 다양함.

∙우정은 신뢰, 나는, 존중 공감, 유대에 기초함.

∙사랑에도 여러 종류(예, 친구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가

있으며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도 다양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있음

3)관용,

포옹, 존중
∙모든 사람은 특별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4)결혼과

육아
∙다른 가족 구조와 결혼의 개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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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주 제 내 용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

티

1)가치와

섹슈얼리티

∙가치에 대해 정의할 수 있음.

∙평등, 존중, 수용, 관용과 같은 중요한 개인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음.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과 관계가 결정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음.

∙개인, 동료, 가족 및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

2)인권과

섹슈얼리티

∙인권에 대해 정의할 수 있음.

∙모두에게 인권이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음.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수 있음.

3)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자신의 감정과 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출처를 열거할 수 있음.

(예: 가족, 개인, 동료, 지역사회,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매체)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배운 우리의 감정과 몸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인식할

수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찾아서 자신의 감정과 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발표할 수 있음.

젠더

이해

1)사회적

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젠더와 생물학적 성을 정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음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젠더에 대한 느낌을 생각할 수 있음.

∙성과 젠더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을 알고 있음.

∙성과 젠더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것을 인식.

2)젠더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성별을 이유로 어떻게 불공정/불평등하게 대하는지 파악.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설명

∙불공정/불평등한 처우는 올바르지 않고 반인권적임을 인식.

∙젠더와 무관하게 타인의 인권 존중이 중요함을 인식.

3)젠더 기반

폭력(GBV)

∙GBV를 정의하고 여러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

∙젠더 고정관념이 차별과 폭력 등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

∙젠더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

∙자신이나 타인이 GBV를 경험할 시, 그것를 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확인하고 전근하는 방법을 설명.

폭력과

안전
1)폭력

∙놀림, 괴롭힘, 폭력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음.

∙가족구성원이나 성인에 의한 폭력을 포함 괴롭힘/폭력은 잘못된 것이며, 피

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음.

∙또래들 안에서 괴롭힘/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발표

할 수 있음.

∙성적 학대 및 온라인 성 착취 등 아동학대를 정의 가능.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

∙성인이 자신에게 성적학대를 가하려고 할때 취할 수있는 행동을 보여줄수 있음.

∙학대를 당하는 경우 양육자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찾아 학대당하고 있

음을 알리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음.

∙가족 혹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형태 인식.

∙가족 내 이런 유형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성인을 찾아서 도

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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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안전

2)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몸에 대한 권리'가 의미하는 바를 묘사할 수 있음.

∙나만 볼 수 있는 몸의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음.

∙누구나 '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

∙누군가 내 몸을 만질 때 불쾌한 느낌이 들 경우 대응하는 방법을 발표할

수 있음.

∙누군가 내 몸을 만져서 불편할 경우 양육자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설명할 수 있음.

3)정보통신

기술의

안전한 사용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 묘사할 수 있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장점과 잠재적인 위험을 열거 가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경우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음.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1)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또래집단의 압력을 정의할 수 있음.

∙또래집단의 영향을 사례를 들어 묘사할 수 있음.

∙또래집단의 압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음.

∙또래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 모델이 될 수 있음.

2)의사결정

∙자신의 자랑스러운 결정에 대해 말할 수 있음.

∙자신 또는 타인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음.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양육자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도

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양육자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찾을

수 있음.

3)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대화(비언어적 대화 포함)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이해.

∙건강한 대화와 건강하지 못한 대화의 차이를 알 수 있음.

∙타인들과의 건강한 대화의 장점을 열거할 수 있음.

∙‘예’, ‘아니오’로 분명히 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영역 보호,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핵심적임을 상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

∙‘예’,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음.

∙젠더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음.

∙젠더 역할은 사람들의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

4)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섹슈얼리티(

sexuality)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열거할 수 있음(예: 라디오, 텔레비전, 책, 신문, 인터넷,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사실이거나 거짓인 정보의 예를 토론.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사실을 아님을 인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발표

5)도움과

지원 찾기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 가능.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묘사 가능.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고 지지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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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신체와

발달

1)성,

생식기,

월경

∙내외부 생식기의 중요한 부분 및 기본 기능을 확인 가능.

∙생식기를 포함 자신의 몸에 대한 호기심은 정상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음.

∙호기심이생기는신체부위에대해궁금한것을질문하고대답하는연습을할수있음.

∙여성, 남성 등의 신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음.

∙사람의 신체를 보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름을 설명 가능

∙장애인, 비장애인 예외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식 가능.

∙나의 신체에서 좋아하는 부위를 표현할 수 있음.

2)임신

∙임신 과정, 특히 임신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후 자궁에

착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묘사 가능.

∙임신 기간 중 여성의 신체의 변화를 기술할 수 있음.

∙임신 중 여성 신체 변화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 가능.

3)사춘기

∙사춘기를 정의할 수 있음.

∙성장은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 가능.

∙사춘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청소년기의 한 부분임을 이해 할 수 있음.

4)몸 이미지

∙모든 신체는 특별하고 독특함을 상기할 수 있음.

∙자신의 몸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 가능.

∙자신의 몸에 감사할 줄 앎.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 가능.

섹슈얼리

티와

성적

행동

1)성(sex),

섹슈얼리티(

sexuality),

생애주기별

성 생활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친밀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 가능.

∙육체적 감정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보여

주고 가까워지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

2)성적 행동

및 반응

∙사람들이 키스, 포옹, 신체 접촉, 성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설명 가능.

∙'좋은 신체 접촉'과 '나쁜 신체 접촉'을 정의 가능.

∙어린이와 접촉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나쁜지 인지 가능.

∙누군가 자신에게 나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음.

성 및

성건강

1)임신과

임신예방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자궁에 착상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음.

∙임신과 재생산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며 언제 임신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음을 설명 가능.

∙원하는 임신을 해야 하며 임신한 아이는 돌봄과 사랑이 필요함을 설명 가능.

∙모든 커플이 아이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 가능.

2)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HIV 감염자도 올바른 돌봄, 치료,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자녀를 가질 수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음.

∙HIV 감염자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동등한 사랑, 존중, 돌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

∙돌봄, 존중, 지원으로 HIV 감염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음.

3)HIV를

포함한 성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건강’과 ‘질병’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사람들은질병으로부터 자신을보호하는면역체계를가지고있음을 설명할수있음.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열거할 수 있음.

∙누군가 병에 걸렸다 해도 여전히 건강해 보일 수 있음을 상기할 수 있음.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사랑, 돌봄,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음.

출처 : 유네스코(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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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어린이집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성폭력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및약물의

오용.남용예방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

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

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

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
는 상황 이해하
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
념

4. 유인･유괴 행동
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
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
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
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
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

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
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출처 :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부록 5>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교육부 고시 제 2019-214호, 유치원)

구분 교육 교육 내용

생활

안전교육

13시간 ․교실, 가정, 등. 하교 길에서 안전하게 생활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

․실종, 유괴, 미아 상황을 알고 도움 요청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학기당

2회 이상

교통

안전교육

10시간 ․표지판, 신호등의 의미,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알기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

학기당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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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교육 내용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내 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나와 내 주변 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 알고 사이좋게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학기당

2회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10시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중독 위해성 알고 바르게 사용
학기당

2회 이상

재난

안전교육

6시간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각종 자연재난 및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학기당

1회 이상

직업

안전교육

2시간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
학기당

1회 이상

응급

처치교육

2시간 ․손 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유지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

․119 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학기당

1회 이상

교육방법

․발달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수업지도

․원아 참여 수업방법 연계 적용(역할극, 프로젝트수업, 플립러닝)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및 부모교육 연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19). 교육부 고시 제 2019-214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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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of 

‘Sexuality Education of Parents’ Who Raise Preschoolers

Son, In-Oc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Supervised by Prof. Jung, Min-Ja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recognition, and needs of 

sexuality education of parents’ who raise preschoolers to provide the baseline data for 

the execution of parent sexuality education for their children’s development. Most 

preceding studies investigated mothers’ recognition and need only, but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it provides the baseline data for the execution of parent sexuality 

education for both parents. This study would prepare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that helps the parents first have a happy and healthy sex life with the right 

sexual values and help them have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about sex with their 

children from early childhoo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rents’ actual state, recognition and 

needs for sexuality education through a survey with 651 parents who raise preschoolers 

living in Ulsan Metropolitan City from June 23 through July 17,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NVivo R1 (2020).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sexuality education was very high in all parents 

who raise preschoolers. This need for sexuality education entered public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1980s, which has been raised till now since the 1990s (Know-How 

of Academic Affairs, Oct. 31, 2008). And yet, the actual state of sexuality education 

was still low. Currently, studies began to investigate the parents’ actual state, 

recognition, and needs for sexuality education, but the actual state and recognition of 

sexuality education have not differed much from the preceding studies. And yet,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why there was no change in sexuality education provided 

despite there were many studies related to sexuality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if there was no way to increase the execution. Also, the starting time and method of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accessibility, sexuality education method through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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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disabled children, and professional system 

construction and materials were required. These needs of the real parents must be 

applied to the parents’ sexuality education program. 

  Thus, this study would propose practical sexuality education through playing.

  Early childhood is a period in which the basic concept of sex is formed when they 

satisfy sexual desire through five senses (Ginott, 2003) and satisfy the five senses 

through play (Jun, Choi, Kwon, Park, & Namgung, 2013). Accordingly, sexuali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s allowing them to be loved by parents and fulfill the 

five senses through sufficient play (Ginott, 2003). Young children are absolutely 

influenced by parents, so it is important for the parents to have the right sexual values 

(Jung, 2013). It is important for both parents, instead of one of the two, to have the 

right sexual values and naturally talk to the children and provide education about sex in 

life (Eyre & Eyre, 2013). Thus, young children would learn the right sex from their 

parents.

  First, parents play enough to stimulate the five senses through parent education at 

home. 

  Seco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ensure enough playtime during the 

daily routine. 

  Third, sexuality education experts develop sexuality education programs through play 

that parents can easily access. 

  Fourth, there should be limitations in local practice by households, institutions, and 

sex education experts. This study suggests that sexuality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made at the national level so that all the people can universally form healthy and right 

sex cultures.

▣ Key Words: Preschoolers, Parents’ sexuality education, Parents’ recognition, Needs 

for sexuality education, NVivo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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