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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탈원화 정책의 확대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탈원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국외의 경우 지역사회 내 만성정신질환자의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증가하

면서 성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들의 성건강

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

내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성건강은 취약하며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로 그 취약함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 만성정신질환

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

고, 대상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한 Y정신병원의 여성 보호 병동 4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하였고 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8명으로 총 35명이었다.

실험군 17명에게는 주 2회씩 총 5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였

고, 대조군 18명에게는 일반적인 간호와 정신건강교육과 관련된 팜플렛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중재 진행 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교육 시행 전후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와 사후조

사를 시행하였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 ii -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은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46). 그러나 성폭력 지식 점수와 성태도

점수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은 성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성 만성정

신질환자의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로 찾을

수 있다. 향후 성지식과 성태도의 향상을 위한 중재보완이 필요하나,

본 연구는 추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 관련 간호 연구 및 간호 중재

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학 번 : 2017-2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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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에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탈원

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이은환 &

김욱, 2017; 조윤화 등, 2014),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 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2017)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입원환자

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00년도 중반부터 탈원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국외의 경우

(Wright et al., 2000), 폐쇄적인 병동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시작하며 성건강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McCann et al., 2019). 성건강이란 ‘단순히 성병에서 자유

로운 상태일 뿐 아니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권리와 자신의

성(Sexuality)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WHO, 2006).

만성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 같은 성욕구를 가지고 있으며(문승연, 2008),

타인과 성적으로 접촉하고 싶어 하므로(Davison & Huntington, 2010),

탈원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국내에서도 이들의 성건강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은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auer-Staeb et al., 2017; Rosenber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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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Wainberg & Dixon, 2017),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O'hare &

Sherrer, 2009).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러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 건강 센터에 등록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일생동안 한 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O’hare, Shen, & Sherrer, 2016).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일반 여성과 같

은 불안, 우울, 자해나 자살을 불러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김영택 등,

2017; Khalifeh et al., 2015; Kim, Kaspar, Noh, & Nam, 2006). 그러나

성폭력 피해로 자살을 시도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는 일반여성의 약

두 배 이상으로 보고되어(김영택 등, 2017) 피해가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

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취약한 성건강은 일반인보다 낮은 성지식과

이로 인한 성태도와 연관되어 있다(Carey et al., 1997). 정신질환은 대부분

청소년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적절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심경원 & 이정숙, 2005). 또한 질병으로

인한 인지 손상으로 성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협상 기술이 부족

한데, 이러한 특성은 특히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Geller, Miller, Toro, & Susser, 2001). 따라

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지식, 성태도의

향상과 성적 상황에서의 협상 기술 증진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만성정신질환자는 반복되는 발병과 만성화로 인하여 인지 저하를 보이나

(Fagiolini et al., 2013; Ventura, Hellemann, Thames, Koellner, &



- 3 -

Nuechterlein, 2009), 대상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중재를 통해

정신과 증상의 경감과 사회적 기능향상이 보고되고 있다(김영희, 2012; 손지

훈, 2013; Lean et al., 2019).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성교육 또한 성건강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Pandor et al., 2015; Senn &

Carey, 2008),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성교육 중재는 성폭력 예방에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교육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과 관련된 지식과(고

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Carey et al., 2004) 성

태도(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Malow et al.,

2012; Otto-Salaj, Kelly, Stevenson, Hoffmann, & Kalichman, 2001)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관계 시 협상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성적 자기주장을 적용한 성교육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 되고

있다(Weinhardt, Carey, Carey, & Verdecias, 1998). 성적 자기주장이란

원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개인적 능력

으로(Morokoff et al., 1997),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Kearns & Calhoun, 2010; Kelley, Orchowski, & Gidycz, 2016),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교육은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들의 성폭력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고찰 결과 국내에서 개발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

의 경우 대부분 대상자의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성폭력과 같은 민감한 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Persson, Drury, Gluch, & Wiviott, 2016),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적용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원화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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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여성’이라는 특징으로 이중적인 취약성을 보이는(이기령, 2013;

Patel, Kirkwood, & Pereira, 2006)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성폭

력 예방 교육을 적용하여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1)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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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만성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정신이나 기분장애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 자가 간호, 목표 지향적 활동, 대인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과

여가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능 중 3가지 이상의 영역

에 손상이 있으며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Goldman,

Gattozzi, & Taube, 1981). 본 연구에서는 조현스펙트럼 장애 및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지 만 5년 이상의

환자 중 현재 Y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2) 성폭력 지식

성폭력 지식이란 성폭력의 정의, 예방 및 조기발견, 올바른 대처,

후속조치 등에 관한 관념의 총합을 말한다(배정이, 2004). 본 연구에서는

육종화(2005)가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폭력 지식 도구를 유정미

(2013)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성태도

성태도란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상황 및 남녀의 생리적 문화와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경향을 말한다(김설희, 1991).

본 연구에서는 곽노진(2000)이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성태도

도구를 고경희(2009)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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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이란 성 관련 상황에서 자기주장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Morokoff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Morokoff 등

(1997)이 개발한 여성을 위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를 최명현(2005)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5)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란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성과 관련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여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본 연구에서는

이기령(2013)이 여성 만성조현병환자의 성건강 향상을 위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폭력 예방과 자기주장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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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과 성건강

WHO(2006)는 성(Sexuality)이란 ‘인간의 생에 중심적인 측면인

성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친밀감 그리고 생식을 포

함하며 생물, 심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종교와 영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성이란 단순히 성적 활동과 생식 뿐 만

아니라 타인과 친밀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과 사회적 기능,

자아정체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Davison & Huntington, 2010) 모든

인간의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성정신질환자는 비 정신질환자와 같은 성 욕구를 가지며(문승연,

2008) 성적인 접촉을 원하고 있으므로(Davison & Huntington, 2010)

정신과 간호사에게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과 성건강은 중요한 건강 사정요

소이다. WHO(2006)에서 규정지은 성건강이란 ‘단순히 성병에서 자유로운

상태일 뿐 아니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권리와 자신의 성

(Sexuality)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성적 활동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WHO, 2006).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성 관련 간호중재는 성건강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은 장기입원 체제에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주제였으나 1900년대 중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Miller, 1997). 탈원

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의 시행으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되며 증가된 성적 접촉을 보였기 때문이다(McCann et

al., 2019). 국내의 경우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정신질환자의



- 9 -

탈원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조윤화 등., 2014). 기존의 정신보건법

은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 복귀가 가능한 만성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정신

병원에 격리한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는데(박인환, 2016), 최근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운 법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인권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장기 입원의

지양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박종익 & 박현정, 2017; 보건복지부,

2019). 이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대인 관계가 통제된 병원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들의 성건강에 대한 중요도는 현격하게 높아질 것

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탈원화 정책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거주하

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원화는

정신질환자들이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Krumm & Becker, 2006),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성건강 문제

에 노출된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다(Gascoyne, Hughes, McCann, &

Quinn, 2016). 만성정신질환자의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와 B형, C형 간염 감염률은 연구에 따라 일반인보다 2~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auer-Staeb et al., 2017; Rosenberg et al., 2001;

Wainberg & Dixon, 2017). 이들의 평생 성병 유병률은 질병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5~10배 이상 높았다(Rosenberg et al., 2001). 2017년에

시행된 연구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와 일반인을 비교 했을 때 성병 감염률

은 HIV의 경우 2.57배, B형 간염 2.29배, C형 간염 6.18배로(Bauer-Staeb

et al., 2017), 높은 성병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성병률의 원인으로 안전하지 않는 성행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만성정신질환자는 콘돔과 같은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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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적 파트너, 성매매와 같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비율이 일반

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iggins, Barker, & Begley, 2006;

Meade & Sikkema, 2005). 만성정신질환자의 피임률은 저조하고(Seeman

& Ross, 2011), 피임을 시행하여도 효과가 낮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성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최근 성관계에서 피임을 실시한

47%의 대상자 중 절반이 질외 사정법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Ozcan,

Boyacioglu, Enginkaya, Dinc, & Bilgin, 2014).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는 곧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Miller, 1997)과 임신 중절에 영향을 주게 되어, 연구결과 여성 만성

정신질환자의 임신중절은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어떤 피임법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다(Dickerson et al.,

2004; Simoila et al., 2018).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또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는 57.7%가 미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18.3%임에도

전체 만성정신질환자의 51.3%는 유산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7%의 대상

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이유로 들었다(김성희 등., 2014).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장애유형의 유산 원인이 대부분 자연 유산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였다. 또한 미혼, 기혼을 포함한 일반 여성 2006명중 약 21%의 대상

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공 유산을 선택(김동식, 황정임, & 동제연,

2018) 한 것과 비교하여도 국내의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임신 중절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약한 성건강은 특히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일반 여성

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Long & Butler, 2018),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의 52.0%가 성인기 이전, 63.6%는 성인기 이후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Mueser et al., 1998).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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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는데 지역사회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O’Hare 등(2016)의 연구는 이들 중 53.2%

의 대상자가 생애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국내 또한

여러 장애 유형 중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성폭력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김성희 등., 2014; 김성희 등., 2017) 모든 연령대의 3분의 1 이

상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김성희 등., 2014)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본 바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은 취약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에게는 특히 성폭력 피해가

두드러지며 전 생애에 걸쳐 피해가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질환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과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Quinn, Happell, & Welch, 2013)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

고 기존에 개발된 성관련 프로그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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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 관련 요인

1) 성폭력 지식

성지식이란 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총괄한 지식으

로 하위 내용으로는 생식 생리, 성심리, 임신, 피임 및 낙태, 성병,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유계숙 & 강수향, 2010; 전경숙, 2004). 성에 대한 지식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성 생활에 있어 책임감과 만족감을 제공한

다고 보고되고 있어(김진희 & 김경신, 2008), 올바른 성지식은 성건강

향상을 돕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성 행동은 성지식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박승미,

2016; Carey et al., 2004), 성지식은 경제 상태와 교육수준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경희, 박정원, & 정춘자, 2008).

그러나 만성정신질환자는 이른 발병과 재발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지게 되며(강태웅 등., 2012; 곽노진, 2000) 성과

관련된 적절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심경원 & 이정숙, 2005). 따라서

성생활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교제와 성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되었다(강태웅 등., 2012; 곽

노진, 2000; 박미원, 2017).

심경원과 이정숙(2005)의 연구에서는 만성정신질환자 중 62.7%가

피임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콘돔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저조한 성지식은 일반 여성이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93.9%가 성관

계로 인한 임신 가능성을 인식하며, 70.9%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의 두려움을 성적 파트너에게 직접 말하거나(김동식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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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법을 대부분 혹은 항상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인 것(김동

식 등., 2017)과 대조되었다. 성지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Simoila et al., 2018), 이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 병원에 입원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성지식 점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고경희 등(2008)의 연구보다 박승미(2016)의 연구에

서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교육 시행 여부가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교육을 통한

성지식 향상이 보고되었으므로(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

기령, 2013; Carey et al., 2004; Collins et al., 2011), 만성정신질환자의

성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폭력 지식이란 성지식의 하위 요인으로서 성폭력의 정의, 예방 및

조기발견, 올바른 대처, 후속조치 등에 관한 관념의 총합을 말한다(배정

이, 2004). 성폭력 지식은 성과 관련된 폭력적인 상황을 구분하고 이에

알맞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성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Hamilton & Yee, 1990), 여성 만성정

신질환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중재에 있어 필수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헌 고찰 결과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성교

육은 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이나 콘돔 착용만을 다루고 있어(이기령,

2013; Collins et al., 2001; Collins et al., 2011), 성폭력 지식 향상을 위해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 지식 향상을 목표로 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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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태도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상황 및 남녀의 생리적 문화와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험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경향을 말한다(김설희, 1991).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 성 문제를 예방

하도록 돕기 때문에(김영숙 & 김영걸, 2015),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성건강

요소다. 성태도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성 경험과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박선애, 2017; 윤가현 & 양동옥, 2016), 대상자의 성태도

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속해있는 사회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 질환은 대부분 활발한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므

로 성충동과 같은 여러 성 경험을 습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성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심경원 & 이정숙, 2005).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저조한 성지식은 긍정적 성태

도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경희 등., 2008; 강태웅 등.,

2012; 박승미, 2016; 심경원 & 이정숙, 2005).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는 여성으로서 전통적 여성상인 수동적인 성적

태도를 내면화하며(윤가현 & 양동옥, 2016; 이윤정, 2019; Morokoff et

al., 1997), 정신질환자이자 여성으로서 이중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이

기령, 2013; Patel et al., 2006). 김성희 등(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은 87.8%가 해당 사건을 그냥 넘어

가거나 참는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타인에게 무조건 감추고 싶어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 여성의 85%

가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며, 48.1%가 성폭력 이후 피해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대조되었다(황점임 등., 2016). 따라서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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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성태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태도 향상에는 성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Carey et al., 2004; Malow et al., 2012; Otto-Salaj et

al., 2001). 따라서 성태도의 향상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목적에 포함되

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성적 자기주장

성적 상황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상의 영향으로 남성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Morokoff et al., 1997).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긍정의 의미로 느껴지게 된다(Osman, 2003).

수동적인 태도는 또한 여성에게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부여하여 원하

지 않는 성관계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Jozkowski, Marcantonio, &

Hunt, 2017). 김동식 등(2017)이 615명의 여성을 포함한 122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3%의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혀 말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가 넘어 성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성의

수동적인 태도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수동적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와 연관되어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45%의 여성이 성적 파트너의 요구로 원하지 않으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다고 응답하였다(Brousseau, Bergeron, Hébert, & McDuff, 2011).

또한 성폭력을 당한 여대생 중 70% 이상이 성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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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Gidycz, Wynsberghe, & Edwards,

2008). 따라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성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 능력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Livingston, Testa, &

Vanzile-Tamsen, 2007; Relyea & Ullman, 2017).

‘성적 자기주장’이란 성 관련 상황에서 자기주장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말하며 원하는 성 행동을 시작할 능력, 원하지 않는

성접촉을 거절할 능력과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해 피임

방법을 상의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Morokoff et al., 1997). 성폭력과

성적 자기주장성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101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년 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성폭력과 성적 자기주장은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낮은 성적 자기주장을 가진 여성이 성폭력 상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ivingston, Testa, & Vanzile-Tamsen, 2007).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 또한 낮은 성적 자기주장과 연관되어 있어(Relyea &

Ullman, 2017), 여성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적 자기주장 기술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했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지손상으로

인해 성적 상황에서의 협상 기술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Miller,

1997; Senn & Carey, 2008), 만성정신질환자이자 여성인 이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Morokoff et al., 2009; Stoner et al., 2008).

그러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성교육 중재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저조하였다(고경

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문헌에 따르면 만성정신

질환자는 자기주장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에서의 자기주장과(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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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Lin et al., 2008; Speed, Goldstein, & Goldfried, 2018)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을 보이며(Weinhardt et al., 1998), 위험한 성행위의 감소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y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자기주장 기술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상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적 자기주장 향상을 위한 여성 만성

정신질환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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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성교육

만성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정신이나 기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능 중 3가지 이상의 영역에 손상이 있으며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Goldman, Gattozzi, & Taube, 1981). 국내의

경우 발병 5년 이후부터는 만성 환자로 간주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9),

조현스펙트럼 장애와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의 진단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김미정 & 이경희, 2015; 김수연 & 김수진, 2015; 박은숙 &

이은현, 2018; 심경원 & 이정숙, 2005). 조현스펙트럼 장애와 정신증적 양상

을 동반한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발행하는 정신과

진단 기준인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에 따르면 조현병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조증, 경조증, 우울증 삽화가 혼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조현병은 대부분 10~20대에 발병하고 반복되는 재발로 인해

만성화로 이어지며(Fleischhacker & Stolerman, 2011; Schultz, North, &

Shields, 2007),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의 호전 이후에도

심리사회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Ventura,

Hellemann, Thames, Koellner, & Nuechterlein, 2009). 양극성 정동장애

또한 삽화가 반복될수록 만성적인 기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Fagiolini et al., 2013),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재의 경우

재발과 만성화에 따른 인지저하와 기능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만성정신질환자는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과

기능 손실을 보이나(Fagiolini et al., 2013; Goldman et al., 1981; Ventura

et al., 2009), 이들의 역량에 알맞은 중재와 정신 보건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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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리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정신과적 증상의 경감과 주체성 습득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김명희 등., 2012; 김민 등., 2015;

김영희, 2012; 손지훈, 2013; 이형열 & 조정원, 2004; Lean et al., 2019). 이러

한 결과는 만성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정신질환자들은 대상자 특성에 알맞은 성교육

을 통해 성지식,(Carey et al., 2004) 성태도(Malow et al., 2012;

Otto-Salaj et al., 2001), 성적 자기주장이 향상되는 것(Weinhardt et al.,

1998)으로 나타났다. Kalichman 등(2005)의 연구는 320명의 만성정신질환

자들의 성행위를 분석한 결과 성병에 대한 지식과 피임에 대한 태도,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피임을 시행한 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했다.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 또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되어(Weinhardt et al.,

1998),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을 목표로 한 만성정신질환

자 대상의 성교육은 이들의 성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된 다. 따라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또한

이들의 성폭력 예방을 통한 취약한 성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성교육은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Pandor et al., 2015; Senn & Carey, 2008), 지금까지의 성교육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밑바탕

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의 특성과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성교육 중재의 주제는 성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Otto-Salaj, 2001), 성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법(Care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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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여성형 콘돔에 대해 교육(Collins et al., 2001; Collins et al.,

2011), 피임과 관련된 의사소통 훈련(Weinhardt et al., 1998), 임파워먼트

기반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대처(Fallot & Harris, 2002; Fallot

et al., 2011)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

은 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나 피임법,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한계를 보여 성폭력

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성교육 참여자는 조현병과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를 포함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성별을 나누지 않고 진행된 중재

의 경우 위험한 성관계 횟수가 줄어든 남성과 달리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low et al., 2012). 이러한

원인으로 Persson 등(2016)은 여성과 남성의 성 관련 관심사가 다르기 때

문이라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여성은 이성교제, 신체상, 성적 자기

존중감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두는 반면, 남성의 경우 전통적인 남성성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경우 같은 성별만이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으나(Persson et al., 2016), 국내에

서 개발된 대부분의 성교육이 성별을 나누지 않고 시행되었다(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여성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재의 경우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건강한 성생활에 목표롤 두었는데(이기령,

2013), 탈원화 정책의 확대로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귀 이전

병동 내에서 제공되는 여성 대상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성교육 구성의 경우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높았

으며, 시행된 횟수의 경우 6회부터 10회 이상으로 다양하였으나 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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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참여해야 대상자로 간주하였다(Carey et al, 2004; Collins et al.,

2001). 성교육의 내용은 역할극, 콘돔 착용과 같은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을 포함하는 특징을 보였다(고경희, 2009; 이기

령, 2013; Carey et al., 2004; Collins et al., ,2001; Collins et al., 2011;

Malow et al., 2012). 이는 대상자들이 질환으로 인한 인지 손상을 보이므

로, 이해하기 쉬운 강의 구성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습을 제공하는 것

이 교육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Collins et al., 2001).

성교육의 내용 중 역할극은 대부분의 성교육 중재에서 사용되었는데,

위험한 성행위의 감소를 목표로 강압적이거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상황 뿐 만 아니라(Otto-Salaj et al., 2001), 원하는 성관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피임을 설득하는 상황도 포함하였다

(Weinhardt et al., 1998).

성적 자기주장 요소를 포함한 역할극의 경우 위험한 성행위가 감소되

고(Carey et al., 2004), 성지식과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증진되었으나

(Weinhardt et al., 1998), 국내에서 개발된 성교육의 경우 해당 요소를

적용한 중재는 저조하였다(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따라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만성정신질환자는 질환으로 인해 성지식이

부족하고 미숙한 성태도를 가지며, 성적 상황에서의 협상 능력이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는 이들의 특성에 알맞은 성교육 중재를 통해 성지

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이 보고되어, 교육을 통해 성건강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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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기존의 문헌 고찰 결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조하였다. 최근 탈원화를 추구하는 국내의 여건 변화

로 이러한 문제점은 심화될 것이므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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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연구 가설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우먼 임파워먼트(Women’s empowerment)와(Kabeer, 1999)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77, 1998)을 근거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여성 만성 정신 질환자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

주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임파워먼트

(Empowerment)란 역량강화(김선희, 2002)로도 해석되며, 억압받거나(Lee,

2001), 무력한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실제적이고 인지

적인 힘을 가지는 과정이자(Simon, 1990) 결과를 말한다(Gutiérrez,

Parsons, & Cox, 1998). 임파워먼트 이론은 정신질환자나 여성과 같은

취약한 대상자를 상대로 자기 결정적인 삶에 대한 인식 고취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Lee, 2001). 따라서 임파워먼

트 기반의 성교육은 성적인 상황이나 관계에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맞는 보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의 성폭력 예방과 회복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2016).

우먼 임파워먼트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론으로, 개발 도상국

이나 성 문제와 관련하여 취약성을 보이는 여성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Kabeer, 1999).

Richardson(2018)은 기존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Kabeer(1999)의 연구를

확장시켜 우먼 임파워먼트의 특징과 개념적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이론

은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여성에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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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췄다는 점에서 다른 임파워먼트 이론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먼 임파워먼트의 개념적

모델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women’s empowerment process

(Richardson, 2018)

Richardson(2018)의 연구에 따르면, 우먼 임파워먼트의 개념적 모델은

자원(Resources), 힘(Agency), 성과(Achievement)로 세 가지 개념이 순차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Resources)은 사전 조건으로도 간주하며

여성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용이하

게 만드는 물질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힘(Agency)은 여성이 비판적 사고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하는 능력으로 힘의 변화는 교육과 같은

중재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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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은 성적 상황에서 대상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

(Agency)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자원(Resources)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98). 임파워먼트

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 과정의 첫 번째 이자,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다(Gutiérrez et al., 1998) 또한 자기효능감은 만성정신

질환자들이 성교육에서 배운 성병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위험한 성관계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Malow et

al., 2012).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는(Bandura, 1977, 1998)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두 종류의 기대, 즉 효능 기대와 결과 기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결과 기대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곧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효능 기대는 개인

이 특정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

는데, 이 믿음은 특정 상황에 따른 행동의 편차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효능 기대에는 4가지 자기효능감 요소가 영향을 주는데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이에 해당된다.

성취 경험은 개인이 이전에 경험했던 성공 경험이 반복될 때 자기효능

감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인지

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시행과 역할극 참여를 통해 성공 경험을 반복적

으로 겪게 하였다.

대리 경험은 어떤 행동이나 과제에 대한 간접적 경험으로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처 전략

을 지도 해주는 모델링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강사와

상대 배역의 의사소통 기술법을 관찰하고, 이후 자신과 비슷한 다른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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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역할극 참여를 관찰함으로써 효능감을 높이고자 했다.

언어적 설득은 개인이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능력 인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설득하는 사람의 신뢰와

지위, 전문적인 지식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회기의

교육이 끝날 때 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에 대해 알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정서적 각성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 할 경우, 생리적, 정서

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 신체 정보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효능감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프로그

램 전후로 노래 부르기와 스트레칭과 같은 이완요법을 프로그램 시작 전

배치하였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과정은 성과(Achievements)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성과는 교육적 결과나 이로 인한 여성의 건강한 상태를 포함하며 다차원

적이다. 임파워먼트 과정과 이로 인한 결과는 개인적, 대인 관계적, 정치

적인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재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인다

(Gutiérrez et al., 1998).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결과인

태도, 대인 관계적 차원의 결과인 대인 관계 지식과 자기주장의 변화를

해당 연구의 결과로 간주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우먼 임파워먼트 이론을 배경으로 자기효능

감 요소를 적용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성 만성정신질환

자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자기주장 기술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기술

된 연구의 개념적 틀을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 27 -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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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험군은 5회기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이며, 대조군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이다.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사후 성지식의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사후 성태도의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사후 성적 자기주장 점수 변화량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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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대상

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측정 변수는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이며 실험 처치 전후

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Period 2019.01~2019.03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Control O O

Experimental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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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에 소재한 Y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미국 정신 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정신과 진단 기준인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에 따라 조현스펙트럼 장애(조현형 성격장애, 망상장

애, 단기 정신증적 장애, 조현양상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정신증

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상기 질환으로 인해 만 5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3) 전반적 기능(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가 41점 이상으로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없어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4) 설문지를 읽고 문장을 이해하여 답을 적을 수 있는 자

(5)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

(6) 최근 5년간 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

2) 제외 기준

(1) 지적장애, 물질 의존, 기질적 뇌질환의 진단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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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집단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808으로 측정되어(윤소현, 김재영 & 신성만,

2018), 선행 연구에 따라 단측검정, 효과 크기 0.8,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로 설정할 경우 한 집단에 21명으로 총 42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 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총 35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3. 측정 도구

1) 성폭력 지식

본 연구에 쓰인 성폭력 지식 도구는 육종화(2005)가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폭력 지식 도구를 유정미(2013)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개발

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했다. 해당 도구는 총 18문항이다. 성 지식

도구의 각 문항은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정답

이 맞을 경우 1점, 틀릴 경우 0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성폭력 지식의 영역

은 성폭력 개념, 성폭력 범위, 피해자 유형, 가해자 유형, 발생원인, 발생

장소, 피해예방, 대처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지식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유정미(2013)의 연구에서 .79로 측정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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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태도

본 연구에서 쓰인 성태도 도구는 곽노진(2000)이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성태도 도구를 고경희(2009)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 했다. 해당 도구는 총 26문항이다.

성태도 도구의 각 문항은 총화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성태도의 영역은 성욕에 대한

반응, 성행위에 대한 태도, 성폭력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고경희(2009)의 연구에서 .85로 측정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측정되었다.

3) 성적 자기주장

본 연구에서는 Morokoff 등(1997)이 개발한 여성을 위한 성적 자기주

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를 최명현(2005)이 한국의 문화적 특

성을 고려하여 여자 대학생을 위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도구 번안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 했다. 해당 도구는 총 18문

항 이었다. 각 문항은 총화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적 자기주장 도구의 영역은 원하는

성 행동을 시작할 능력,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거절할 능력,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해 피임 방법을 상의할 능력으로 각각 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Morokoff 등(1997)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값은 .82로 측정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측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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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 예방 교육

1) 준비 과정

본 연구자는 2급 정신건강간호사로서 보호병동에 입원한 여성 만성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사회기술훈련, 약물교육, 활동

요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 2015년부터 정신병원에 근무하며 만성 정신

질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푸른 아우성에서 진행하는 성교

육 강사 훈련 과정을 수료 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기령(2013)이

지역 정신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만성 조현병 환자를 위해 개발한 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본 교육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성폭력 예방과 자기주장 기술향상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 구성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Persson et al., 2016) 회기 당 도입 부분 5분, 교육 및 실습 30분, 토론

및 마무리 단계 10분으로 45분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횟수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하여 (Pandor et al., 2015; Senn & Carey, 2008) 3주간 총

5회에 걸쳐 진행 되었다. 각 세부 프로그램은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

성병, 임신중절과 피임, 성관계 과정과 데이트 성폭력, 성폭력과 성희롱의

정의 및 예방 방안, 마무리 회기로 구성 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를 위해 정신 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인

에게 자문을 구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에 있어 이해하기 쉬운 단

어를 사용하되,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단어나 시각적인 자료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의견을 받았다. 또한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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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몸을 만지거나, 타 환자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받았다.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

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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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ssions & Content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Session Contents

1

Pre-test

Lecture

-Sexuality and mental illness

-Women’s sexual rights and importance of self-assertion

-Sexual stereotypes and sexual expression

Game : Speed game using emoji card

Role-play : Assertive communication in everyday

2

Lecture

-Types of sexuality transmitted infections

-Abortion

-Contraception and reasons for contraceptive discontinuation

Practice : The proper way to use a male condom,

Hand-washing

Role-play : Talking about safer sex

3

Lecture

-Sexual desire and sexual relation

-Sexual response cycle

-Intimate partner sexual violence

Game : Safe of unsafe sexual partner

Role-play : Say “NO” to unprotected sex

4

Lecture

-Sexual violence

-Preventing sexual violence

-Overcoming sexual violence

OX quiz : Types of sexual violence,

Myths and facts about sexual violence

Role-play : How to deal with sexual violence

5
Role-play

Wrap up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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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회기별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는 성과 정신질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해당 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성적으로 보장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여성가족부, 2016). 이후에는 미디어나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적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하며 성적 권리를 주장하

기 위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기주장이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이후

자기주장 표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김나라, 2017; 장화

순, 2003; 한금선, 임희수, 양보겸, 정혜경, & 서용진, 2005) 병동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알맞은 자기주장 표현법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으로는

자기주장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화면에 나타난 감정 표현을 맞춰보는 스피드 게임이 진행되었다. 실습 후

에는 병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자기주장 요소를

적용한 역할극을 시행했다.

2회기에서는 성병의 종류에 대해 사진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감염 원인

과 증상,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와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였다(이기령,

2013). 이후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며 이는 곳 인공

중절로 이어짐을 통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김영택 외, 2017). 이어서

성병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며

사전, 사후피임법에 대해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피임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며(심경원 & 이

정숙, 2005), 해당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화법을 안내했다. 실습

으로는 알코올 젤을 제공하고 동영상을 보며 알맞은 손 씻기 방법을 시행

하였다. 이후 콘돔을 제공하고 알맞은 콘돔 착용법을 시행하였다. 손 씻기

및 콘돔 착용 후에는 성적 파트너와 안전한 성관계를 상의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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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콘돔 착용을 거부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자기주장 요소를 적용한 역할

극을 시행했다.

3회기에서는 성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을

제공하고 손을 스스로 마사지하면서 드는 느낌을 나누었다. 그리고 성욕

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위와 성관계를 소개하였다(이기령, 2013). 이후

성관계 단계별로 달라지는 여성의 몸의 변화와 성관계 전후에 준비해야

할 위생관리와 동의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뉴스 영상과

함께 데이트 성폭력에 대해 소개하고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렸다. 실습으로는 ‘파트너 선택하기’

게임을 시행하여 같은 성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남성 중

안전한 성 파트너와 위험한 성 파트너를 구분해보았다. 게임 이후 성 파

트너가 콘돔 착용을 거부하는 상황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제시

하고 자기주장 요소를 적용한 역할극을 시행했다.

4회기의 성폭력 예방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18년 성폭

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성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본 후 소감을 나누었다. 그리고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한 후,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와 현재 현황을 소개하였다(김성희 외, 2014). 이어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하며 해당 내용이 성폭력인지 의견을 나누

었다. 또한 성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알기 위해 OX퀴즈를 시행하였다(박

형민, 2018). 이후 예방법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2차 피해에 대하여

소개했다(정혜욱, 2018). 역할극으로는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5회기에서는 시행했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을 시행 후 대상자가

2명씩 프로그램실 앞으로 나와 이전 회기들의 역할극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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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당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회기는 연구자가

시행하는 강의와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습으로 나눠졌는데, 1회기에

서는 사전 조사를 시행 후 프로그램의 목표와 각 회기별 주제, 진행방법

과 시간, 규칙을 소개하였다. 또한 스피드 게임에서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맞춘 대상자에게는 강화물로 다과를 제공 했다. 2회기부

터 4회기까지는 30분 내에서 해당 회기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집중도에 따

라 강의와 실습 시간의 비율을 10분 내에서 조정하였다. 강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실습을 10분 일찍 시작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5회기에서는 역할극 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이 한번은 주인공이, 다른

한번은 상대방이 되어 보았다. 다른 대상자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앞에

나온 대상자들이 시행하는 역할극을 지켜보며 극이 끝날 때마다 소감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모든 대상자가 역할극을 시행한 이후에는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그리고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도입 부분에서 노래 부르기와 스트레칭을 시행하여 대상자

들의 이완을 도왔다. 또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작 전 주제와 관련

된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대상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소감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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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한 Y정신병원의 여성 보호 병동 4곳

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병원의 IRB 심사를 거친 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과 실험처치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총 37명의 대상자에게 접촉하였으나 15명이 연구 참여를

거절하여 22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군에서는 총 5명이 탈락되었다. 5명 중

3명은 연구 도중 포기 요청을 하였고, 1명은 조기 퇴원, 1명은 다른 병동

으로 이동하게 되어 탈락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19명이 참여했으나 1명이

사후조사 거부로 탈락하게 되어 최종 참여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8명으

로 총 35명이었다(Figure 3).

<Figure 3> Flow chart of participant recruitment, enrollment,

and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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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각 병동의 병동장과 수간호사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4개의

여성 병동을 방문하여 병동 당 4~6명의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집했다.

환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 후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자발적

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명 후 일반적 특성,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공간을 확보 후, 일정한 거리를 두며 벽을 바라보도

록 모든 책상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대상자 당 하나의 책상에서

설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사생활을 보호했다. 또한 설문지는 설문

조사 실시 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사전 조사 후 실험군에게 연구자가 직접 5회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3주 동안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각 회기마다 총 45분이 소요되었으며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이루어졌다.

사후 설문은 실험군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는 시점에서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는 사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실시 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그리고 실험군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대상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개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참여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인터뷰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대조군에게는 사전조사 후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

건강 교육과 관련된 총 5회기 분량의 팜플렛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실험군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는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

건강 교육에 대한 팜플렛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능력강화 프로그램(Patient

Empowerment Program for Schizophrenia)을 연구자가 수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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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각 회기별 주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용어 및 편견 알기, 조현병,

우울증, 약물치료, 변비와 고혈압 증상 관리로 구성되었다. 실험군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팜플렛이 제공되지 않았다.

두 군 모두 자료수집이 끝난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동일하게 제공하였

다. 또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실험군의 프로그램 종결 이후 자발적으

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2회 제공할 수 있

음을 공지하였다. 대조군 중 총 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연구가 진행

되는 도중 퇴원하여 대조군 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없었다.



- 42 -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정신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진행되

었다(YIMH-IRB-2018-23). 심의 이후에는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간호부와 각 환자의 주치의에게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 후 협조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정신 질환자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절차, 익명성 보장, 연구대상자의

참여여부에 따른 치료나 간호 제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설명

하였다. 또한 수집된 개인 정보와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결과가 출판된 이후 자료를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중단 혹은 취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하였다. 설명 이후에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대상자에게 사본 1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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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

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전,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를 통해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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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5명이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17

명, 대조군은 18명이었다.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 교육 수준으로는 실험군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으

며 대조군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 결혼

상태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미혼이 다수를 차지했다. 입원 전 직장

유무에서 실험군의 경우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더 많았으나 대조군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진단명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조현스펙트럼 장애가 가장 많았

다. 정신질환이 발병한 평균 나이의 경우 실험군은 24.7세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23.6세였다. 입원 횟수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0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성교육 경험으로는 대조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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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tem

Exp (n=17)

n(%) or

Mean(±SD)

Cont (n=18)

n(%) or

Mean(±SD)

X2 / t p

Age(years) 2.765 .711
19~29 1(5.9) 1(5.6)
30~39 3(17.6) 1(5.6)
40~49 8(47.1) 7(38.9)
50~59 4(23.5) 8(44.4)
60~65 1(5.9) 1(5.6)
Education .794 .731
≤Middle School 6(35.3) 8(44.4)
High School 9(52.9) 7(38.9)
≥College 2(11.8) 3(16.7)
Religion .673 .658
Yes 15(88.2) 14(77.8)
No 2(11.8) 4(22.2)
Marital status 2.183 .628
Single 9(52.9) 12(66.7)
Married 4(23.5) 2(11.1)
Divorce or Separation 3(17.6) 4(22.2)
Cohabitation 1(5.9) 0(0.0)
Previous work
experience 3.540 .060

Yes 12(70.6) 7(38.9)
No 5(29.4) 11(61.1)
Diagnosis 1.000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16(94.1) 16(88.9)

Mood Disorder with
Psychotic Feature 1(5.9) 2(11.1)

Age at onset of
disease 24.7(±6.80) 23.6(±5.80) .513 .611

Number of admissions 1.000
≤4 4(23.5) 5(27.8)
≤9 5(29.4) 4(22.2)
≥10 8(47.1) 9(50.0)
Sexual education
experience 3.441 .064

Yes 7(41.2) 13(72.2)
No 10(58.8) 5(27.8)

Exp : experimental group , Cont : control group,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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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성교육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사전 측정값과 동질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 지식(t= -.392, p =.697),

성태도(t=-.159, p =.875), 성적 자기주장(t=-.259, p =.797)에 대한 측정값

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Homogeneity test of the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Exp (n=17)

Mean(±SD)

Cont (n=18)

Mean(±SD)
t p

Knowledge about

Sexual Violence
9.12(±3.55) 9.61(±3.86) -.392 .697

Sexual Attitude 68.76(±11.30) 69.33(±9.89) -.159 .875

Sexual Assertiveness 56.53(±6.12) 57.11(±7.11) -.259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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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가설1.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사후 성지식의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폭력 지식 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사전 9.12에서 사후 12.24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9.61에서 사후 10.39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점수의 변화량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 = 1.994, p = .054) 가설 1은 기각되었

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Knowledge about
Sexual Violence Scores between the Group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Mean(±SD) Mean(±SD) Mean(±SD)

Exp (n=17) 9.12(±3.55) 12.24(±2.66) 3.12(±1.08)
1.994

(.054)Cont (n=18) 9.61(±3.86) 10.39(±2.81) 0.7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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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사후 성태도의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태도 점수는 실험군

의 경우 사전 68.76에서 사후 74.29로, 대조군은 사전 69.33에서 사후

70.94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점수의 변화량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 = 1.026, p = .312) 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Sexual Attitude
Scores between the Group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Mean(±SD) Mean(±SD) Mean(±SD)

Exp (n=17) 68.76(±11.30) 74.29(±9.69) 5.53(±3.61)
1.026

(.312)Cont (n=18) 69.33(±9.89) 70.94(±9.62) 1.61(±3.25)



- 49 -

가설3.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사후 성적 자기주장의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사전 56.53에서 사후 61.12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57.11에서 사후 55.11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점수의 변화량

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 = 2.076, p = .046)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Sexual
Assertiveness Scores between the Group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Mean(±SD) Mean(±SD) Mean(±SD)

Exp (n=17) 56.53(±6.12) 61.12(±7.66) 4.59(±2.38)
2.076

(.046)Cont (n=18) 57.11(±7.11) 55.11(±9.32) -2.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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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

과

본 연구는 여성이자 만성정신질환자로서 이중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대상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시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와 특성,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의 성폭력 지식 점수는 증가

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전후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교육으로 인해 만성정신질환자의 성지식이 증가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대조되었다(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

령, 2013; Carey et al., 2004; Weinhardt et al., 1998).

만성정신질환자는 인지저하로 인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으므로(전임홍 등, 2012; Trivedi, 2006), 성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성지식의 향상을

보인 기존 연구의 대상자들보다(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유병기간이 길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지저하

가 심화되기 때문에(Sponheim et al., 2010) 학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성과 관련된 기본 지식이 저조하여,

각 회기마다 제공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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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상자들은 성과 관련된 지식은 인터넷 검색이나 성인 영화를

통해 접하였으며 실제 피임, 성병 종류, 성관계 과정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새로 알게 된

지식에 대해 흥미를 보였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럽다고 응답했

다.

단일 주제를 반복하는 교육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식 습득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은식 등, 2017; Lawlor-Savage & Goghari, 2014).

따라서 향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성폭력 예방 프로그

램은 매 회기마다 이전에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의 성태도 점수는 증가하였으

나 대조군에 비해 전후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교육으로 인해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태도가 증가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대조되었다(고경희, 2009; 이기령, 2013; 심경원 & 이정숙,

2005)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청년기에 발병해 십년 이상의

병동 생활을 하며 사회문화적 접촉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왔다(Loch,

2014; McInerney et al., 2018; Thornicroft, Bebbington, & Leff, 2005).

따라서 평균 40대라는 연령대에 비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충분

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심경원 & 이정숙, 2005).

실제로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통제적이며 강압적인 남성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는 일정 기간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홍

영일, 2014), 사회와 제한된 접촉을 통해 왜곡된 성태도를 가진 대상자들

의 변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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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Collins et al., 2001;

Collins et al., 2011). 짧은 회기로 인한 성태도의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는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박

수빈, 2016; 윤현경, 2014).

또한 본 중재는 통제된 공간인 병원 내 프로그램 실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며 얻게 되는 환경적

자극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간접적

인 경험에 비해 직접적인 경험이 사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태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2011).

이기령(2013)의 연구에서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만성정신질

환자는 성교육을 받은 후 성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보고되었다. 해당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이성경험을 하며 실제로 얻게 된

성공 경험은 이들의 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8회기 이상의 장기간의 성교육은 성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경희, 2009; 심경원 & 이정숙, 2005; 이기령, 2013),

향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성교육 중재의 경우 성태도 향상을

위해 회기수를 늘리며, 병동 뿐 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퇴원 이후 지역사

회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이며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와 고등학생에게

자기주장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시행하여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킨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장순복, 이선경 & 김영

란, 2003; Weinhardt et al., 1998).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역할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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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으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훈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또한 매회기 마다 역할극을 시행하여 자기주장적 의사소통법을 교육했는

데, 이러한 교육 방식은 대상자들의 성적 자기주장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주장은 대인 관계 수준의 임파워먼트로(Gutiérrez et al., 1998),

Lee(2001)는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개입으로 집단 안에서의 의식고양이

나 비판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성폭력은 왜곡된 성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본 프로그램은 콘돔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잘못된 성폭력 지식, 2차 피해로 나타난 현재의 성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대상자들은

비록 지식습득에는 어려움을 느꼈으나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교육 도중

화를 내거나 앞으로의 다짐을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성

정신질환자는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결정력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김명희,

전성숙 & 김미영, 2012), 비판적 요소를 적용한 교육은 자기주장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외에 소규모 그룹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고려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소규모 그룹으로 프로

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원이 역할극과 실습

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다른 대상자의 경험담을 들으며

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Persson et al.,

2016)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소

통은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였다. 자위

법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상자 중 한명이 옆 사람을 지목하

며 ‘저 사람은 매일 한다.’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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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지목당한 대상자는 프로그램 당시 느꼈던 불편감과 당혹감을

표현하였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외래

환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비밀 보장은 어렵기 때문에(Yalom, 1983),

이를 고려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의 대상자

들은 보호 병동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생활

을 공유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이 두드러졌다. Roback(2000)는 그룹 치료

의 역효과로 대상자의 중요한 비밀이 다른 대상자에 의해 폭로되며 해당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들었다. 그리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 세션과 그룹 세션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대상자들은 프로그램보다

인터뷰 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욱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정보를 거부하여 탈락되거나,

임신 중절을 강의하는 도중 참여를 거부한 대상자가 일부 발생했는데, 본

연구가 개인 세션으로 시행되었다면 거부감의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 중 일부는 일대일 회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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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이후 지역사회 적응과 인권 향상을 목표로

거주 방안과(권오용 등., 2018) 직업재활 및 지역 인프라 활용(이병화, 하

경희, 박예은 & 이미영, 2017)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취약한 성건강은 사회 적응과 인권에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문제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저조

한 실정이다. 최근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폭력피해에 관한 정부 보고서

가 발간되었으나(김영택 등, 2017), 문제점 제기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의 성 관련 중재의 경우, 대부분 성별이나 질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성폭력 예방을 목표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를 대상으로 중재를 시행했으며, 중재를 통해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

의 향상은 성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Livingston,

Testa, & Vanzile-Tamsen, 2007; Relyea & Ullman, 2017), 본 연구

결과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성폭력 예방 간호중재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대로 성행동이 활발한 20대와 비교되

나(김남희, 박유진 & 정현숙, 2015)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는 연령대별로 3

분의 1이상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겪고 있었다(김성희 등, 2014).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성 관련 중재에서 소외될

수 있는 40대 이상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성폭력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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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두 번째 의의로 들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저조한 성 지식과 왜곡된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 대상자

들에게 성폭력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므로, 현재 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

에 통합될 장기입원 환자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설 검증 외에 프로그램 적용 과정을 통해 이들의 성에

대한 지식수준과 가치관, 교육 욕구가 드러났다는 점도 의의로 볼 수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질적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된 저조한 정보 수준과 강압적인 남성에 대한 선호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성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으

나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

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를 원했다. 따라서 여성 만성정신질환

자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 증진과 이와 관련된 욕구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다(Quinn, Platania-Phung, Bale, Happell, & Hughes, 2018). 탈원

화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호사가 참여한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건강 관련 연구가 향후 활발하게 추

진 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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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Y지역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이 아닌 임의 선정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는 통계 검정에 적합한 대상자 수를 모집하지 못하여 향후

연구의 경우 충분한 대상자 모집이 요구된다.

3)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대부터 60대 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였

는데, 각 연령대 별로 본 연구 중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진행 및 설문지 수집은 연구자 1

인이 시행하였으므로 연구자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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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는 여성이자 정신질환자라는 특성으로 성 건강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대상자다. 이들의 취약한 성 건강은 높은 성폭력

피해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대상

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탈원화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될 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한 Y정신병원의 여성 보호 병동을 4곳에

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하였고 최종 대상자

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8명으로 총 35명이었다.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폭력 지식

점수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기능 손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난이도를 설정하며 각 회기마다 반복적으로

교육 주제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태도 점수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단기간의 프로그램 구성

과 접촉이 제한적인 보호병동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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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된 대상자들의 성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향후 회기수를 늘린 프로그램 구성 뿐 만 아니라, 대상자가 퇴

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교육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 자기주장

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감소하여 두 군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병동 내

프로그램실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 역할극과 비판적 요소를 적용한 프로

그램 구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은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므로 향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은 성적 자기주장적 의사소통 향상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종합하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대상

자들의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역할극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 연습과 비판적 프로그램 구성이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성지식과 성태도의 경우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교육수준과 저조한 성지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내용, 짧았던 회기수와 실제 이성교제가 제한된 폐쇄적인 공간

을 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가설 검증 외에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소규모 그룹의 장단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향후 연구는 일대

일 회기를 추가한 수정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성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인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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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중재를 통해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일원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지식 부족과 왜곡된 성태

도로 보이는 이들의 무력감을 파악하고, 여성 만성정신질환자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야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향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각 연령대 별로 적용 가능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제언한다.

2)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 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3)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향후 입원생활을 하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된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는 실제 성행동의 변화에 대해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교육 중재 후 실제 성 행동과 관련된

요소를 결과변수로 측정한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의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 관찰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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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피험자 서면 동의서

연구제목 :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

본인은 (조사대상자의 성명),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

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또 본인은, 본 연구에서 수

집한 자료를 본인의 의료기록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험자(조사대상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피험자(조사대상자)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피험자(조사대상자)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

피험자(조사대상자)가 서명한 날짜 : 년 월 일

연구자 (혹은 동의 절차를 수행한 사람) 성명:

동의 절차를 수행한 날짜 : 년 월 일

연구자 연락처 : 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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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참여자용설명서(실험군)

연구 과제명: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책임자명: 우소현(용인정신병원 간호사)

이 연구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현재 여성이며 만 5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여성
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생이며 현재 용인 정신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우소현 연구원
(xxx@xxx.com)이 본 연구의 연구 책임자이며,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
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
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
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2. 연구 대상자 기준과 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지 만 5년이 지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개의 정신
병원 내 4개의 병동에서 각 10명씩, 총 40명가량의 대상자가 참여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20명의 연구 대상자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4명 이상
있을 경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3. 연구 진행 과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고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
니다.
귀하는 3주간 총 5회기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
램은 정신병원 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회기 45분이 소
요되며 성폭력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교육과 역할극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프
로그램 시작 전과 끝난 후에는 2회에 걸쳐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이 때 설문지는 개
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작성될 것이며 개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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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20분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는 자발적인 희망자에 한하여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소감에 대한 의견을 확인 후 분석하기 위해 개별 인터
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1회 1시간 내외로 진행할 것이며 반구조적인
질문 내용을 토대로 귀하의 의견을 조사할 것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거나 개
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내
용은 해당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녹음 된 후 필사할 예정이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3주간 총 5회기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설문
지 작성에는 1회 당 10~20분이 소요되며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총 2차례
시행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단 의사 유무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프로그램 참여 도중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
해 주십시오.

6. 연구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프로그램 주제로 인한 당혹감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연구 시작 전 귀하에게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
여나 설문지 작성 도중 불편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
습니다. 가능한 참여자의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고 편의와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 연구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되며 귀하는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추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과 관련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연구 불참 시 예상되는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
와 간호 또한 동일하게 제공받을 것입니다.

9. 비밀 보장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자는 우소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될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얻게
된 개인 정보는 학문적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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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니다.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나 책임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
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
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
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
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 참여시 보상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는 최종 설문 종료 후 소정의 상품(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혹
은 현금)을 지급합니다.

11. 연구 관련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제공
본 연구 기간 중 귀하의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
운 유의한 정보를 얻게 되는 즉시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12. 연구에 대한 문의
본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름: 우소현 전화번호: 010-XXXX-XXXX

또한 귀하는 연구 피험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용인정신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용인정신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전화번호: 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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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연구참여자용설명서(대조군)

연구 과제명: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책임자명: 우소현(용인정신병원 간호사)

이 연구는 여성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현재 여성이며 만 5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여성
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생이며 현재 용인정신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우소현 연구원
(xxx@xxx.com)이 본 연구의 연구 책임자이며,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
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
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
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2. 연구 대상자 기준과 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지 만 5년이 지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개의 정신
병원 내 4개의 병동에서 각 10명씩, 총 40명 가량의 대상자가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 진행 과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고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
니다.
귀하는 3주간 총 2회에 걸쳐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설문
지 작성을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설문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독립
된 공간에서 작성될 것이며 개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작
성하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은 1회 당 10~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설문지 작성 후 정신 건강과 관련된 팜플렛을 제공받으며 3주 후 사후 설문
지 작성을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연구가 종결 된 이후 자발적으로 참
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서 1주간 총 2회기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회기 45분이 소요되며 성폭력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것입니다.



- 83 -

4. 연구 참여 기간
3주간 총 2회의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은 1회 당 10~20
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단 의사 유무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프로그램 참여 도중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
해 주십시오.

6. 연구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프로그램 주제로 인한 당혹감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연구 시작 전 귀하에게
충분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
도중 불편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참여
자의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고 편의와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
니다.

7. 연구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되며 귀하는 정신질환,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이득은 아니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는 추후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과 관련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8. 연구 불참 시 예상되는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
와 간호 또한 동일하게 제공받을 것입니다.

9. 비밀 보장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자는 우소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될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얻게
된 개인 정보는 학문적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
립니다.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나 책임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
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 참여시 보상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기입된 교육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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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 종료 이후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2회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는
최종 설문 종료 후 소정의 상품(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혹은 현금)을 지급합
니다.

11. 연구 관련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제공
본 연구 기간 중 귀하의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
운 유의한 정보가 얻게 되는 즉시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12. 연구에 대한 문의
본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름: 우소현 전화번호: 010-XXXX-XXXX

또한 귀하는 연구 피험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용인정신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용인정신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전화번호: 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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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일반적 특성 설문지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 하거

나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

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세

2.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이상

3.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 ④ 동거 ⑤기타

5. 귀하는 입원 전 직장이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귀하의 진단명은? ( )

7. 귀하의 정신질환 첫 발병 나이는? ( )세

8. 현재 입원을 포함하여 귀하의 정신과 입원 횟수는? ( )회

9. 귀하는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귀하는 성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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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성폭력 지식 설문지

다음 설문은 귀하의 성폭력 지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해당 질

문에 대해 맞다고 생각되면 ‘맞다’에, 틀리다고 생각되면 ‘틀리다.’에, 잘 모를 경

우에는 ‘잘 모른다’에 “V”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번

호
내용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

1

성폭력이란 성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창피한 생각

이 들게 만드는 신체적, 언어적인 모든 행위를 말

한다.
2 남자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으로 일어난다.

4
성폭력은 낮선 사람(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다.

5
성폭력은 범죄라기보다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다.
6 성폭력은 어느 장소에서나 일어난다.

7
성폭력은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8
평소에 잘 아는 사람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9
성희롱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한

다.

10
여러 사람 앞에서 일부러 성기노출을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11
공공장소(지하철, 버스)에서 행해지는 밀착된 접

촉행위 등은 기분 나쁜 일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1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13 친척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14

성추행은 음란한 시선, 성적위험이나 농담, 성기를

만지거나 비비는 것, 손가락 등 이물질을 성기에

넣는 것이다.

15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16 성폭력은 남녀 차별에 의해서 발생한다.

17
성폭력을 당한 후에는 목욕을 하지 않고 옷을 갈

아입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간다.

18
여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은 성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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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성태도 척도

다음 설문은 귀하의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질문에서 자신에게 가작 절절한 대답을 하나 골라 “V”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

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성관계를 가질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2 자위행위를 할 때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3 자위행위는 부끄럽고 나쁜 것이 아니다.
4 자위행위는 남자는 해도 좋으나 여자는 해서는 안 된다.
5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6 이성 친구를 만날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7
모르는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행동을 하면 ‘싫어요’

라는 나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8 성폭력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9
성욕은 이성으로서 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11
피임을 할 때는 남자가 하는 것보다 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2 결혼 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유산해도 된다.
13 혼전 성행위를 할 때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

14
성관계를 갖는데 있어서 남자의 의견이 여자의 의견보다 중요

하다.
15 임신중절은 살인 행위이다.
16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성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 많다.
17 성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18 피임은 건강한 성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19
미혼인 젊은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면 스킨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 나는 비디오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즐겨 본다.

21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성욕은 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

어야 한다.
22 성행위 뒤에 오는 결과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이다.
23 성이란 인간욕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24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25 성충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6 우리 사회에는 왜곡된 성정보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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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성적 자기주장 척도

다음 설문은 귀하의 성 접촉 시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귀

하의 최초의 이성교제 시와, 가장 최근, 또는 현재의 이성교제시의 행동과 가장

유사한 대답을 하나 골라 “V”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

상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방식에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

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애무해달라고 파트너에게 표현한다(할 것이다).
2 원하는 부위에 애무해주길 기다린다(기다릴 것이다).
3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파트너에게 표현한다(할 것이다).
4 파트너가 성기를 애무해주길 기다린다(기다릴 것이다).
5 성교를 원하면 파트너에게 표현한다(할 것이다).

6
여성이 애무를 요구하기 보다는 남자가 해주길 기다려야

한다.

7
싫다고 말했더라도 파트너가 강요하면 나는 키스한다(할

것이다).

8
파트너가 가슴을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

(할 것이다).

9
파트너가 성기를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

(할 것이다).
10 싫더라도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애무해준다(줄 것이다).
11 싫더라도 파트너가 원하면 성교한다(할 것이다).

12
파트너가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성교를 거절한다(할

것이다).

13
나와 파트너가 성교률 원하면 콘돔 없이 성교한다(할 것

이다).
14 성교 할 때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15
성교하기 싫어도 파트너가 요구하면 콘돔없이 성교한다

(할 것이다).

16
콘돔을 사용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하면 그냥

성교한다(할 것이다).

17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해도 내가 원하면 콘돔을 사용한다

(할 것이다).

18
파트너가 콘돔사용을 거절하면 나는 성교를 안 한다(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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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about sexual violence,

sexual attitude, sexual

assertiveness for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Woo So Hy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expans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the inflow of

patient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into local commun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foreig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before Korea has, free heterosexual

relationship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have increased

within communities, thus heightening the importance of sexual health.

Likewise, in Korea, the importance of the sexual health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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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hronic mental illness is expected to be emphasized. However, the

sexual health of patient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within local

communities is poor, and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have been

found to b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exual violence.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In this study,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as provided to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and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designed with a pretest and

posttest—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atients’ knowledge of sexual violenc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ssertiveness. Study subjects were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who were receiving medical treatment in four women’s wards of Y

Psychiatric Hospital in Y City, Gyeonggi Province,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2019 to March 2019, and the subjects

included 35 patients, with17 in the study group and 18 in the control

group.

The study group was provided with fiv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essions twice a week, whereas the control group

received pamphlets related to general nursing and mental health

education. After intervention through the program, pretest and posttest

surveys were conducted with both groups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effor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compare the

effects.

The collected data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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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mental illness were analyzed according to percentages,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the test of homogeneity, the

chi-squared test, Fisher’s exact test, and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to analyze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ssertiveness of the study and control groups

prior to the provision of sexual education. The hypothesis was

analyzed with an independent t-test.

The result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reas described

her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exual

assertiveness (p = .046). Regarding knowledge about sexual violence (p

= .054) and sexual attitudes, (p = .312),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As improvement in sexual assertive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prevent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s focus

is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Therefore, although future intervention and complementation

are required for improv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future nursing

research and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 sexual treatment of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Keywords : Wome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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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education, Knowledge about Sexual violence, Sexual

attitude, Sexual asser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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