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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o compare the teaching status of sex education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eaching capability for sex education between school health educators and teachers working 

in elementary schools. 

  Methods: A total of 307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including 182 school health educators and 125 teachers 

who gave sex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Busa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frequency, t‐test and χ2‐test using SPSS WIN (version 10.0).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 school health educators carried out sex education more than the teachers, and 

perceived a higher level of teaching capability for sex education than the teachers when they were given four areas of 

sex education conten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sex and health; sex, culture and ethics; and 

understanding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addition, a larger number of school health educators perceived that they were 

more qualified and more highly recognized as sex educators than the teachers.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chool health educators must be more active as sex educators and that sex 

education should be adopted as a regular course and the school hours for sex education must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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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 인 욕구는 생리  욕구로서 가장 강렬하며 기

본 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에 

해서는 이를 기시하고 은폐하여 왔다. 그리하여 성

을 억제와 통제의 상으로 생각한 사회 인습이 형성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성에 해서는 배타  문화가 

통 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 문화  특성은 

학교 교육과정 반에까지도 인 향을 미쳐왔

다(김 혜, 1998).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1980년 까지 일선학교에

서는 부분 형식 인 성교육 실시에 그쳤고(장일원, 

1985), 성교육 담당자가 구체 으로 지정되지 않아 학

교 양호교사나 외부강사에 의해 ‘여자의 생리 상’ 

주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80년  이후부터 제5차 교

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련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지만 

비된 교사가 고 교재가 확보되지 않아 제 로 실

효를 거두지 못하 다. 2000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혹은 재량활동을 통해 성교

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성교육을 창의  재

량활동의 범교과 학습으로 정규 교과화를 통해 체계

이고 지속 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하 다(교육인 자원부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2002). 한 교육인 자원부는 ‧ ‧고등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성교육 내용에

는 신체  심리발달, 성건강, 인간 계 이해, 성문화 

 성윤리 등 4개의 역을 포함시켜, 련교과 시간

에는 일반(담임)교사가 성교육을, 체육교과의 보건

역 는 재량활동시간에서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 다(교육인 자원부, 성교육 활성화 추

진 계획, 2003).   

지 까지의 성교육에 한 연구들은 체로 학생

들을 상으로 성지식, 성태도, 성역할 인지 등(이성

혜, 2002; 이 숙, 2002; 하숙 , 1998)을 조사하 고, 

교사를 상으로는 성교육 실태와 성교육 요구도(김

선희, 1997) 조사에 을 두었으나 성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간 성교육 실시정도와 

수업능력 인식에 한 문헌은 매우 제한 인 실정이

다. 학교에 재직 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

교육 이행도를 비교한 연구(이은주, 김 혜, 이화자, 

2002)에서는 보건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성의 개념”, 

“청소년기의 성”, “남녀의 생리”, “임신과 출산”, “성

과 사회”에 해 성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 으나 

“남녀 계의 발 ”에 해서는 두 군 모두 비슷하

고,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모두 보건교사가 성교육 

교사로서 합하다고 평가하 다.  다른 연구(배

정일, 2002)에서는 ‧고등학교 보건교사와 일반교

사를 상으로 성교육 수업실태와 교수능력 인식을 

비교한 결과 보건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신체   

심리발달”, “성 건강”, “성문화  성윤리”에 해 성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성교육 교수능력에 

한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 보건교사는 일

반교사에 비해 성교육 교사로서 합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고 한 성교육 교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응

답했다(배정일, 2002). 그러나  연구들은 ‧고등

학교 교사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들로서, 성교육의 

기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성

교육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성교육 내용에 따른 실

시정도와 수업능역 인식도를 평가한 논문은 없는 실

정이다. 

성교육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근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등학생 시기부터 올

바른 성 가치 을 확립하기 해 필요하다. 특히 성문

화  성윤리( : 양성평등), 인 계 이해는 신체 

 심리발달과 성 건강에 한 교육만큼 요하게 다

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성교육 실시주체가 

보건교사 심에서 일반교사에게로 확 된 시 에

서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에 따른 성교육 실시 황이

나 교육내용을 평가한 연구가 아직 없어 성교육 담

당자의 교육의 량과 질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고, 

등학교 성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략수립에 충분

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등학교에서 재 성교육을 실시하는 보건교사와 일

반(담임)교사를 상으로 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르치는 가를 비교하고, 성교

육 담당자의 수업능력 인식도를 비교하여 등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한 책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

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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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성교육 실시정도와 성교육

에 한 수업능력의 인식도를 비교 분석하기 함이

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실시 황(성

교육을 실시하는 교과시간과 연간 수업시수)을 악

한다.

둘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간 성교육 수업실시 정

도를 비교한다.

셋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간 성교육 수업능력 인

식도를 비교한다.

넷째,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간 성교육 교사로서의 

인식도를 비교한다. 

 II. 연구 상  방법

1. 연구 설계  연구 상

본 연구는 등학교에 재직 인 보건교사와 일반

교사간의 성교육 실시정도와 수업능력에 한 인식 

정도를 비교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의 상은 부산시내 등학교 총 269개교  병결, 임

신, 출산 등으로 병가 는 육아휴직을 한 보건교사를 

제외한 230명의 보건교사 수이다. 일반교사는 보건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련교

과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230명을 상으로 하

다. 일반교사의 선정기 은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교사 에서 성교육에 해 객 인 

생각을 가지고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성교육을 실시

한다고 추천한 1인으로 하 다. 상자 460명에게 질

문지를 배포한 결과 그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하여 

질문지를 회신한 보건교사 182명(79.1%)과 일반교사 

125명(54.3%), 총 307명(66.7%)이 최종 연구 상자가 

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배정일(2002)이 사용한 ‘보건교사

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실태와 교수능력 인식비

교 도구’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사용 지도

지침서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를 토 로 본 연구

자가 등학교 성교육 수 에 맞게 작성한 후 보건

교사 9인과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 다. 배정일(2002)의 도구는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용되었기 때문에 등학교 과

정에서 다루는 성교육 수업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었다. 를 들면 성건강 부분에는 ‘임신’, ‘출

산’, ‘낙태’,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등학교 고학년에서 ‘에이즈’ 

내용을 부분 으로 다루게 되지만, 월경을 제외한 

임신, 출산, 낙태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결과 성건강 측정항목이 한 문항으로 어

들게 되었다. 

1) 성교육 실시정도 

성교육 수업실시에 한 내용은 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수업시간을 이용하는지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간 성교육 수업시수를 올 한해를 기 으

로 보고하게 하 다. 성교육 내용별 실시정도는 교육

부가 지정한 4개 역, 즉 신체  심리발달(8문항), 

성건강(1문항), 인간 계 이해(3문항), 성문화  성윤

리(4문항)등 총 16문항에 해 교사가 얼마나 가르치

는 지를 4  척도로 조사하 다. 각 문항에 해서 자

신이 ‘  가르치지 않는다’는 1 , ‘가르치지 않는 

편이다’는 2 , ‘ 요하게 가르친다’는 3 , ‘매우 요

하게 가르친다’는, 4 으로 배 하여 응답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성교육 수업 실시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업실시 정도에 한 역별 

신뢰도는 신체  심리발달이 α= .90, 인간 계 이해

가 α= .83, 성문화  성윤리는 α= .77로 나타났고 

체도구에 한 신뢰도는α= .93이었다.

2)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도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도는 에서 사용한 4개 

역에 한 성교육 내용 16문항에 해 교사가 수업

을 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4  척도로 조

사하 다. 각 문항에 해서 ‘  자신이 없다’는 1

, ‘자신이 없는 편이다’는 2 , ‘자신이 있다’는 3

, ‘매우 자신이 있다’는 4 으로 배 하여 응답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성교육 수업능력에 해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업능력 인식도에 한 역별 신뢰도는 신체  

심리발달이 α= .92, 인간 계 이해가 α= .84, 성문화 

 성윤리는 α= .84 고, 체도구에 한 신뢰도는 

α=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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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교사로서의 인식도는 총 2개 문항으로 자

신이 성교육 교사로서의 합한지와 자신이 성교육 

문교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4  척도로 조사

하 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이

루어졌다. 연구자는 부산시내 등학교 230개교 보건

교사에게 보건교사용과 일반교사용 설문지를 발송한 

뒤, 화로 발송된 설문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연구

의 목 에 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조를 요청하

다. 설문지는 보건교사용은 보건교사가 직  작성

하고, 일반교사용은 보건교사에게 같은 학교에 근무

하면서 성교육을 가장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 일반교

사 1인을 추천받은 후, 그에게 연구목 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조를 요청하 다. 응답한 설문지는 동

한 반송용 투를 이용하여 연구자에게 개별 회신

 하 는데 회수율은 66.7% 다. 자료분석은 SPSS 

WIN (version 10.0)을 이용하여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의 성교육수업 실시정도와 수업능력 인식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성교육 교사로서의 인식도 차이는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보건교사는 원이 여교사 고 일반교사는 89.6%

가 여교사 다. 보건교사의 연령분포는 30 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40 가 34.1% 고, 일반교

사의 경우는 40 가 45.6%로 가장 많았으며 30 가 

28.0%이었다. 결혼상태는 보건교사의 경우 89.6%

가,  일반교사의 경우 81.6%가 기혼자인 것으로 나

타났다. 교직경력은 보건교사의 경우 20년 이상이 

31.3%, 10년 이상이 27.5%이었고 일반교사의 경우 

10년 이상이 39.2%, 20년 이상이 34.4%이었다. 근무

지역은 보건교사의 경우 북부교육청 소속이 23.1%, 

해운 교육청이 19.8% 순이었고, 일반교사의 경우 

동래 교육청 소속이 30.4%, 북부교육청이 24.0% 순

이었다<표 1>. 

<표 1>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일반  특성
(N = 307)

보건교사
(n=182)

일반교사
(n=125)

실수 (%) 실수 (%)

성 별  남자 -  13(10.4)

 여자 182(100) 112(89.6)

연 령  20  12( 6.6)  20(16.0)

 30  79(43.4)  35(28.0)

 40  62(34.1)  57(45.6)

 50  이상  29( 7.5)  13(10.4)

결혼여부  미혼  19(10.4)  23(18.4)

 기혼 163(89.6) 102(81.6)

교직경력  < 2년  16( 8.8)   6( 4.8)

 2-5년  27(14.8)  12( 9.6)

 5-10년  32(17.6)  15(12.0)

 10년 이상  50(27.5)  49(39.2)

 20년 이상  57(31.3)  43(34.4)

근무지역  동부교육청  34(18.7)  17(13.6)

 서부교육청  30(16.5)  16(12.8)

 남부교육청  15( 8.2)   6( 4.8)

 북부교육청  42(23.1)  30(24.0)

 동래교육청  25(13.7)  38(30.4)

 해운 교육청  36(19.8)  18(14.4)

2. 연구 상의 성교육 수업  운 실태

성교육 실시시간을 교과시간별로 살펴본 결과 보

건교사의 경우는 재량 는 체육시간(39.6%), 재량

활동시간(30.8%) 는 체육시간(16.5%)에 성교육을 

실시하여 총 86.9%가 재량과 체육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교사는 련교과시간(37.6%)과 

체육시간 (27.2%)에 주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었

다. 련교과목에는 1-2학년의 경우 ‘슬기로운 생

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이란 교과시간에 나

들이, 나의 몸, 즐거운 우리 집, 씩씩한 어린이라는 

단원을 통해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었고, 3-6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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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회’, ‘도덕’, ‘국어’, ‘실과’ 교과시간을 통해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시행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교

사는 13.1%, 일반교사는 23.2%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표 2>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  
        운 실태                    (N = 307)

운 실태 문 항

보건교사
(n=182)

일반교사
(n=125)

실수 (%) 실수 (%)

성교육 재량활동 56(30.8)   27(21.6)

실시시간 체육  30(16.5)   34(27.2)

재량 는 체육  72(39.6)   14(11.2)

련교과  23(12.6)   47(37.6)

특별활동   1(  .5)    3( 2.4)

 (연간) 34시간 1(  .5) 2( 1.6)

학생들의 17시간 3( 1.6)    2( 1.6)

성교육 10시간 20(11.0)   25(20.0)

수업시수 5-6시간 42(23.1)   32(25.6)

3-4시간 78(42.9)   34(27.2)

1-2시간 38(20.9)   30(24.0)

3. 연구 상의 성교육 실시 정도의 차이

보건교사의 성교육 실시 수는 평균 45.7 이었고 

일반교사에서는 평균 42.4 으로 나타나 보건교사가 

일반교사 보다 성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t=4.25 p<.001). 하 역별로 성교육 실시정도를 문

항평균으로 살펴보면 “신체  심리 발달” 역에 

해 보건교사는 3.0 , 일반교사는 2.7 으로 나타

나 보건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신체  심리 발

달”에 한 성교육 실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t=5.96, p<.001). “성건강” 역에서는 보건교사가 

2.3 , 일반교사가 1.9 으로 나타나 보건교사가 일반

교사에 비해 “성건강”에 한 성교육 실시정도가 높

게 나타났다(t=3.89, p<.001). “성문화  성윤리” 

역은 보건교사가 2.9 , 일반교사가 2.7 으로 보건교

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성문화  성윤리”에 한 성

교육 실시정도가 높았다(t=4.54, p<.001). 그러나 “인

간 계 이해” 역에서는 보건교사가 2.5 , 일반교사

가 2.7 으로 나타나 일반교사가 보건교사보다 
인간 계 이해 역에 해 성교육을 더 많이 실

시하고 있었다(t=-2.54, p=.012). 

성교육의 개별문항별로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경우 

‘성폭력’ 내용은 실시 정도가 3.7 으로  하 내용 

 가장 높게 실시 정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많이 

실시하는 내용은 ‘생리 상’ 3.4 , ‘신체  변화’ 3.4

, ‘신체구조와 변화’ 3.2 , ‘신체발달의 개인차’ 3.2

, ‘임신과 출산’ 3.0 이었으며, 낮은 실시 정도를 나

타낸 내용은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2.3 , 

‘사회  환경’ 2.4  순이었다. 일반교사의 경우 높은 

실시 정도를 나타낸 내용은 ‘성폭력’ 3.2 , ‘양성평등’ 

3.0 이었으며, 낮은 실시 정도를 나타낸 내용은 ‘에

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1.9 , ‘성심리 발달’ 2.5

 순이었다<표 3>. 

4. 연구 상의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 차이 

보건교사의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 수는 평균 

46.6 인 반면 일반교사는 평균 40.9 을 보여 보건

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성교육 수업능력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t=7.38, p<.001).  하 역별로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정도를 문항평균으로 살펴보면 “신체 

 심리발달” 역에 해서는 보건교사가 3.0 , 일

반교사가 2.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35, 

p<.001). “성건강” 역에서는 보건교사가 2.9 , 일

반교사가 2.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91, 

p<.001). “성문화  성윤리” 역에서는 보건교사 

2.9 , 일반교사 2.7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54, p<.001). 즉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신

체  심리발달, 성건강, 성문화  성윤리 역에 

한 수업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

간 계 이해” 역에서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모두 

2.7 으로 나타나 통계 인 차이가 없었다(t=.03, 

p=.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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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실시 정도 비교                                 (N = 307)

 역 개 별 문 항
보건교사(n=182) 일반교사(n=125)

t p
M SD  M SD

신체  심리 
발달

 평균평    3.0   .5   2.7  .5 5.96 .001

   사춘기의 신체  변화 3.4 .5 2.9 .6 6.17 .001

   신체구조와 변화 3.2 .5 2.9 .6 5.01 .001

   신체발달의 개인차 3.2 .5 2.9 .6 5.57 .001

   임신과 출산 3.0 .7 2.5 .8 5.57 .001

   성교육의 도입 2.8 .7 2.5 .7 2.74 .006

   생리 상 3.4 .5 2.9 .7 7.83 .001

   성심리 발달 2.8 .7 2.5 .8 3.30 .001

   아동기 심리특성 2.5 .8 2.7 .8 -2.45 .015

성 건강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2.3 .9 1.9 .8 3.89 .001

인간  평균평 2.5  .7 2.7  .7 -2.54 .012

계    이성과 사랑 2.5 .7 2.6 .8 -1.28 .202

이해    결혼과 가정 2.5 .7 2.7 .8 -2.15 .033

   자기결정과 선택 2.5 .9 2.8 .8 -2.95 .003

성문화 
성윤리

 평균평   2.9  .5    2.7  .5 4.54 .001

   사회에서의 성역할 2.6 .7 2.7 .8 -1.94 .054

   성폭력 3.7 .5 3.2 .7 7.66 .001

   사회  환경 2.4 .7 2.7 .7 -3.67 .001

   양성평등 2.9 .7 3.0 .7 -.55 .581

 체(평균평 )   45.7
(2.9) 5.8

42.4
(2.7)

7.2 4.25 .001

성교육 능력인식도에 해 평균 3.0인 ‘자신이 

있다’ 이상으로 응답한 문항을 살펴보면 보건교사

의 경우 ‘성폭력’과 ‘생리 상’에 해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사춘기의 신체  변화, 신체구조

의 변화 신체발달의 개인차, 임신과 출산 등 신체 

 심리발달 역과 련된 문항에 해 높은 자

신감을 표 하 다. 그러나 인간 계 이해와 성문

화  성윤리, 심리부분에 해서는 ‘자신이 있다’

와 자신이 없는 편이다‘ 사이로 응답하 다. 반면 

일반교사는 ‘자신이 있다’는 평균 3.0 이상을 보인 

항목이 하나도 없었고, 부분이 ‘자신이 있다’에

서 ‘자신이 없는 편이다’ 사이로 응답하 다. 더구

나 성건강 역에서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부분에 해서는 ‘자신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

답하 다<표 4>. 

5. 연구 상의 성교육 교사로서의 인식도 

성교육 교사로서의 인지도는 자신이 성교육교사로

서 합한가와 성교육교사로서 인정받는가를 조사하

다. 자신이 인지한 성교육 교사로서 합도에 

해서는 보건교사의 경우 ‘ 합하다’는 80.2%, ‘매우 

합하다’는 15.4%로 나타나 95.6%의 보건교사는 

성교육 교사로서 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일반교사의 경우는 ‘ 합하다’는 36.2%, ‘매우 

합하다’는 3.2%로 나타나 일반교사의 39.4%만 성교

육 교사로서 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보건교사와 

일반교사는 성교육 교사 인식도에 있어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10.81, p<.001). 성교육 교사로서 

인정받는 정도에 해서는 보건교사는 ‘그 다’가 

75.8%, ‘매우 그 다’가 7.7%로 나타나 83.5%의 보

건교사가 성교육 교사로 인정받는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일반교사는 ‘그 다’가 12.0%, ‘매우 그

다’가 1.6%로 나타나 일반교사의 13.6%만 성교육 

교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응답해 보건교사와 일반교

사는 성교육 교사로 인정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54.95, 

p<.001)<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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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도 비교                                 (N = 307)

 역 개 별 문 항
보건교사(n=182) 일반교사 (n=207)

t   p
M SD M SD

신체  평균평  3.0  .4  2.5  .5 9.35 .001

    사춘기의 신체  변화 3.2 .5 2.7 .6 8.38 .001

심리    신체구조와 변화 3.2 .6 2.6 .6 8.20 .001

발달    신체발달의 개인차 3.2 .5 2.7 .6 8.29 .001

   임신과 출산 3.1 .6 2.4 .7 9.11 .001

   성교육의 도입 2.8 .6 2.4 .6 5.97 .001

   생리 상 3.3 .6 2.6 .6 9.68 .001

   성심리 발달 2.7 .6 2.3 .6 5.74 .001

   아동기 심리특성 2.6 .6 2.6 .7 .52 .603

성 건강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2.9 .7 2.0 .7 10.91 .001

인간  평균평     2.7  .6 2.7  .6 .03 .973

계    이성과 사랑 2.6 .6 2.5 .7 1.33 .184

이해    결혼과 가정  2.8 .6 2.7 .6 .51 .608

   자기결정과 선택 2.6 .7 2.8 .6 -1.72 .087

성문화  평균평  2.9  .5  2.7  .5 4.54 .001

   사회에서의 성역할 2.7 .6 2.6 .6 1.70 .090

성윤리    성폭력 3.3 .6 2.7 .6 8.87 .001

   사회  환경 2.7 .6 2.6 .6 1.46 .145

   양성평등 2.9 .6 2.7 .6 2.50 .012

체(평균평 )  46.6 
(2.9)

6.7  40.9
(2.6)

6.8 7.38 .001

<표 5>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교사로서의 인식도 비교                                (N = 307)

문  항

보건교사 
(n=182) 일반교사 (n=125)

    χ2 p

실수 (%)  실수 (%)

 성교육 

 교사로서의

 합도

  합하지 않다   -   3( 2.4)

  110.81     .001

 합하지 않은 편이다   8( 4.4)  69(55.2)

 합하다 146(80.2)  49(36.2)

 매우 합하다  28(15.4)   4( 3.2)

 성교육 교사로

 인정받는 정도

  그 지 않다   -  26(20.8)

  154.95     .001

 그 지 않는 편이다  29(15.9)  82(65.6)

 그 다 138(75.8)  15(12.0)

 매우 그 다  14( 7.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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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  의

본 연구는 등학교 성교육 실시와 수업능력에 

해 보건교사와 일반교사를 비교하여 조사하 다. 성

교육을 실시하는 보건교사는 원이 여교사 고, 일

반교사는 89.6%가 여교사로 나타났다. 이는 재 부

산 역시 등학교 교사의 76%가 여교사인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2004년 부산시 교육청 교육통계) 

등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도 여교사의 성교육 실시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성교육 실시 황에서는 보건교사는 체육시간 는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성교육을 하고 있었고, 이

에 반해 일반교사는 련교과목과 체육시간을 활용하

고 있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뿐 아니라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 성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교육인 자원부 성교

육 활성화 지침, 2002)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이 보다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성교육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이라

는 독립 교과목이 없어 체육시간 는 재량활동시간

을 활용하여 성교육을 하고 있어 성교육 시간을 확보

하는데 제한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성교육

을 담당한 보건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학생에게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시행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

타나 교육인 자원부가 지정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수업시수(교육인 자원부 성교육 활성화 지침, 2002)

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보건교사는 1개 학교

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1년 동안  학 에 10시간

의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

교사는 련교과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일반담임교

사와 상호 조가 으로 요구된다. 학기 에 보

건교사는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될 10시간

의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성교육 내용도 서로 반복

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주제와 학습자료를 활용한 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야 하겠다. 

성교육 실시 내용을 역별 평균평 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교사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성교육의 4가지 

하 역 모두에 해 평균평  2.3 이상의 실시정도

를 보여 반 인 내용을 총체 으로 요하게 가르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교사는 신체  

심리발달, 인간 계 이해, 성문화  성윤리는 평균평

이 2.7로 나타난 반면 성건강은 1.9로 낮게 나타났

다. 한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간 성교육 실시정도를 

비교한 결과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총 이 높

았고, 한 3가지 하 역, 즉 신체  심리발달, 성

건강, 성문화  성윤리를 더 많이 가르치는 반면 일

반교사는 보건교사에 비해 인간 계 이해에 더 

을 맞추고 있어 배정일(2002)과 이은주(2000)의 ․

고등학교 보건교사와 련교사의 성교육 실시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따라서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는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성교육 내용을 상호 보

완하여 학생들에게 효과 인 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

어야 하겠다. 

성교육의 개별문항에서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모

두 ‘성폭력’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다음으로 ‘생리

상’, ‘신체  변화’, ‘신체구조와 변화’, ‘신체발달의 개

인차’, ‘임신과 출산’, ‘양성평등’에 해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격한 사회  변화로 인

한 성 개방 풍조와 성의 도구화  상품화 문화 속에

서 살고 있다(박성정, 1996). 성  행동이 사회  환경

과 분 기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이고, 성폭력의 반

이상이 19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한

국 성폭력 상담소, 1996). 성폭력의 결과는 개인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며, 사회 으로도 그 향을 

크게 미친다는 (한국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1996)을 고려할 때 성폭력에 한 가치 과 

태도교육은 반드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모두 성폭력에 한 교육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

여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실제 성문제를 양산하는 그 이면에는 불평등 인 성

의식이 우리 사회 근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

육 지도 지침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 인 개념인 ‘양

성평등’을 성문제 방차원의 주요 교육내용으로 강

조해야 하겠다(이순열, 배병주, 1997). 

한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방 문항에 해서

는 보건교사는 2.3 , 일반교사는 1.9 을 보여 가장 

낮은 수를 보 다. 그러나 재 우리사회는 지난해 

하루평균 1.7명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된 상황에서(질병 리본부, 2005), 청소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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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과는 계없는 질병으로 생각하며, 그 험

성에 해 무 모르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있어 더더욱 청소년을 한 성병과 에이즈에 한 성

교육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에이즈 상담소(Stop 

Teens Aids, 2005)를 소개하는 등의 다방면의 근이 

실하게 요구된다.  

실제 성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자신의 수업능력에 

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느냐에 따라 교육 달 효

과가 향상되어 학습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이갑

순, 1998).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에서는 보건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성교육 수업능력 총 에 해 높은 자

신감을 보 고, 한 신체  심리 발달, 성건강, 성문

화  성윤리 역에 해서도 보건교사가 높은 자신

감을 나타냈다. 한편 성교육 수업능력인식을 역별 

우선순 를 살펴본 결과 보건교사는 신체  심리발

달, 성건강, 성문화  성윤리, 인간 계 이해 순으로 

자신감을 나타낸 반면 일반교사는 인간 계 이해, 성

문화  성윤리, 신체  심리발달, 성건강 순으로 자

신감을 보 다. 이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가 성교육

을 계획할 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역을 분담

하여 시행할 때 가장 효율 인 학습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성교육 실시정도와 수업능력 인식정도와의 계를 

보면 보건교사는 성교육 실시정도가 45.7 , 수업능력

정도는 46.6 으로 인식하여 수업능력에 높은 자신을 

가지고 수업도 극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 성교육실시정도가 42.4 , 

수업능력정도는 40.9 으로 인식하여 수업실시정도나 

수업능력은 간이상의 수 을 보 으나 보건교사에 

비해서는 수업능력에 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등학교에 재직하는 보건교사와 일

반교사의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도에 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해석하는데 

제한 이 있었다. 

성교육 교사로서의 합도에 해서는 95.6%의 보

건교사는 성교육 교사로서 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교사는 33.3%만이 성교육 교사로서 합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배정일(2002)의 연구에서 

보건교사는 82%가, 일반교사는 48%가 자신들이 성

교육 교사로 합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고, 이

은주(2000), 김 혜(1998)의 보건교사가 성교육 수행

의 임자라고 응답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제

는 간호학부과정을 공하고 다양한 직무연수를 통한 

성교육의 문성을 확보한 보건교사들이 성교육을 주

도해 나갈 문 교사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건교사와 일반교사가 성교육 

내용을 포 으로 근하지 못하고 특정 역을 주

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성교육의 

방향과 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성교육 지도자가 포

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성교육 담당교사로 지정된 보

건교사는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장 을 살릴 수 있

는 성교육 내용 배분이 요구되며, 일반교사와 조하

여 반복 인 근이 아닌 상호보완 인 수업내용을 

계획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업시간을 확보

할 수 있는 성교육의 정규 교과화를 한 계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추가로 성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도 성교육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성교육 련 직무연수를 받을 기회를 

극 권장하여 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가장 효과 이

고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등학교에 재직 인 보건교사와 일반

교사간의 성교육 실시정도와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을 

비교하기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등학교에 근무

하는 보건교사 182명과 당해학교 성교육 시행교사 

125명에게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 t-test, χ

2-test로 분석하 다.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실시 정도를 비교

해 보면 보건교사에서 체평균이 45.7 으로 나타나 

일반교사에서 4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4개의 역 

 “신체  심리발달”, “성 건강”, “성문화  성윤

리” 역에 해 보건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성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교사는 “인간 계 

이해” 부분에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 보건교사

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수업능력 인식정도를 비교해 

보면 보건교사의 체평균이 46.6 으로 일반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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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9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개의 하

역  “신체  심리발달”, “성 건강”, “성문화  성

윤리” 역에 해 보건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수업능

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인간 계 이해” 부분

은 두 군간 유사한 양상을 보 다. 한 보건교사의 

95.6%는 일반교사의 39.4%에 비해 자신이 성교육 교

사로 합하다고 인식하 고, 보건교사의 83.5%는 일

반교사의 13.6%에 비해 성교육 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 다.

결론 으로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성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고, 성교육에 한 수업능력도 높

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교사는 인간 계 이해

에 한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는 

성교육을 시행하는 일반교사와 조하여 반복 인 

근이 아닌 상호보완 인 수업내용을 계획하여 학생들

에게 충분한 수업시간을 확보하면서 가장 효율 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일반교사의 경우 보건교사의 수와 짝을 

지워 성교육에 심이 있는 교사 1인만을 선별하여 

조사하 기 때문에 비록 모집단을 부산시내 체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했지만 일반교사의 모집단을 

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별 학교의 표성을 확보하기 해 학년별로 1명씩 

일반교사 6명과 보건교사 1명을 확보한 후에 성교육 

황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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