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찾아가는 성교육
매뉴얼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들의 왜곡된 성지식을 바로잡고,
비인 권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 및 주체적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지 인권교육 전문기관 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주요사업
1. 체험형·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자기주도적 성교육 사업
- 섹슈얼리티 Sexuality 체험관 성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
- 유아,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프로그램
- 아동을 위한 성(性) 인형극 공연
- 가족 참여 프로그램(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

2. 성교육 전문 인력풀 구축
- 아동·청소년 성교육지도자 양성 교육(기초, 전문심화, 보수)
- 성교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
- 청소년 동아리 운영(인형극 동아리, 홍보대사 동아리)

3. 청소년 성 상담
- 청소년 성 행동, 성적 발달,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한 상담
- 성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상담 및 교육
- 청소년·실무자를 위한 성(性)상담 워크샵

프로그램 문의 및 안내

전화: 053-657-1388 팩스: 053-657-1389
홈페이지: www.daeguarm.net 이메일: armsay@naver.com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전문 강사를 현장으로 직접 파견하여
연령별, 대상별, 주제별 맞춤식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시· 연중 (월요일 ~ 금요일) 9:00~18:00
신청방법· 전화로 사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1. 반별·강의형 성교육
대 상

주

제

성폭력예방

초등
학교

-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알기
- 구체적 사례와 대처방법

주

제

양성평등

내

용

- 남,녀의 차이와 차별
- 다름과 같음

남녀의차이와위생교육

- 신체의 차이 구별과 건강한 몸을
위해 해야 할 일들

가상임신체험

- 개월별 가상 임신체험

태아발달과정

- 태아의 성장과정 알기

양성평등
음란물중독
성폭력,성매매예방

올바른성가치관교육
성희롱,성매매예방

- 사춘기 대표적인 신체와 심리변화
-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초등
학교

- 남,녀의 심리차이
- 스킨쉽, 어디까지?
- Yes or No

성폭력예방교육
남,녀사춘기알아보기

-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 모방충동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
- 또래, 데이트성폭력 민감성 키우기
- 성매매의 숨겨진 폭력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기
- 성관계전 필요한 것들
- 올바른 피임법
- 건강을 위협하는 성병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 학교 내 성문제에 대한 접근

성인섹슈얼리티
- 나의 섹슈얼리티 점검
자녀와의성적의사소통 - 내 아이와의 의사소통
- 성폭력상황시 대처방법
성폭력예방교육

4. 축제부스운영
생리주기팔찌만들기
성지식OX퀴즈
성상품화알아보기
음란물뒤집기
가상임신체험,태아발달단계
신생아인형안아보기

신생아인형안아보기

- 젠더 OX 퀴즈
- 성꽃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이해

- 육아체험, 부모 역할 알기
- 신생아의 무게와 느낌을 알아보기

남· 녀몸차이,위생교육 -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 대중매체 속 성역활 고정관념 깨기
- 모두 다르지만 소중해

3. 시청각실, 강당 등의 단체교육

체
험
부
스
내
용

대 상

`젠더,섹슈얼리티

피임,성병예방

부모

용

- 차이와 차별에 대한 생각 바꾸기
- 답게 답게 나답게....

이성교제성적자기
결정권

교사

내

양성평등

사춘기교육

중
·
고등
학교

2. 체험형, 체험부스 성교육

중
·
고등
학교

- 사례별 대처법
- 달라지는 몸,마음 변화에 대해 알기
- 생리, 몽정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양성평등,이성교재

- 효과적인 의사소통
- 내가 생각하는 스킨쉽

가상임신체험

- 개월별 가상 임신체험
- 출산의 준비과정 알기

신생아인형안아보기
성폭력예방
태아발달과정
성상품화
음란물중독예방

- 육아체험, 부모 역할 알기
- 신생아의 무게와 느낌을 알아보기
- 또래, 데이트성폭력 민감성 훈련
- 태아의 성장과정 알기
- 성상품화에 대한 시각 바꾸기
- 성표현물의 영향과 성욕구조절

장애아동·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장애 및 생활연령 수준에 따른 맞춤식 성교육을 통해 성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우고,
성장의 변화에 따른 건강한 성적 행동 및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일시· 월요일~토요일(10:00~17:00), 법정공휴일 제외
교육방법· 찾아가는 성교육(강사 파견), 체험관 성교육
교육시간· 1회기 기준 40분~50분 이내 / 체험관 라운딩 기준 50분~90분 이내

교육내용
체험관 라운딩
----1회차 진행
(50분~90분)

반갑다,
섹슈얼리티!

우린 서로 달라요

내 몸이 변해요
----초등 고학년 이상
남/여 그룹별 진행
(2회차 진행)

난 할 수 있어요

1. 생명의 탄생(임신체험, 신생아 안아보기 등)
2. 성장의 이해(신체 명칭과 기능, 사춘기 교육)
3. 성폭력예방교육 등

1. 내 얼굴 그리기 및 자기소개하기
2. 섹슈얼리티 성 꽃을 통한 성(性) 이해하기
3. 나만의 성(性) 꾸미기

1. 우리 몸 관찰하기(신체명칭 및 역할)
2. 남자 vs 여자 몸의 차이 찾아보기
3. 생활 속 남자와 여자의 차이
4. 사적 공간 공적 공간 알아보기

1. 성장발달 단계 알아보기(신생아~노인)
2.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
3. 발기, 몽정, 자위 에티켓 배우기(남자)
4. 월경 대처방법 배우기(여자)

1. 남자와 여자 차이와 역할
2. 가족 간 역할 알아보기
3.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보기(직업, 장래희망)

아기가 태어나요
----재료비 별도

우린 서로 좋아해요
(스킨십과 연애)
----(2회차 진행)

내 몸의 주인은 나!

우리들의 성장일기
----재료비 별도

1. 자궁 속 태아의 성장 과정 배우기
2. 신생아 돌보기
3. 정자, 난자 만들기 체험(클레이점토)

1. 다양한 인간관계 및 스킨십(애정표현) 알아보기
2.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소개하기
3.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애정표현) 찾아보기
4. 연애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에티켓 알아보기
5. 동의와 거절 연습하기

1. 성폭력 개념 및 유형 알아보기
2.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찾아보기
3.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알아보기(역할극)

1. 활동사진으로 성장일기 만들기
2. 소감 나누기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접목하여 청소년과 성교육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내용은교사와협의하에진행됩니다.

교육대상 : 청소년, 대학생, 성인, 학부모, 교사 등 최소 12명~최대 40명 내외
교육장소 :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문화의집, 신청학교 학급 및 강당
교육시간 : 단회기 교육 90분 (회기별 성교육 진행 시 교육 내용에 따라 교육 시간 조정)

교 육 영 역

생명의 소중함
(Life Gard)

사춘기
(나도 性인)

성표현물
(Sexualgoods)

구 분

육

내

용

성교육
프로그램

•태아발달모형을 통해 산모의 몸속에서 성장하는 발달단계를 이해
•임신벨트를 통해서 산모의 산통과 애정을 이해
•신생아 모형을 이용하여 신생아의 주의사항, 육아방법 이해
•생명의 탄생과 신생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인식

Debate
토론활동

•낙태와 동거의 개념에 대한 이해.
•낙태와 동거에 대한 찬 반 팀을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나눔.
•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 도출.

성교육
프로그램

•사춘기의 의미에 대한 교육
•사춘기 심리, 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
•남,녀 신체, 생리적 변화와 차이에 대한 이해
•몽정, 발기, 생리에 대한 교육
•생리팔찌만들기를 통해 배란, 가임기, 불임기에 대한 교육.

Debate
토론활동

•혼전성관계, 동거의 개념에 대한 이해.
•혼전성관계, 동거에 대한 찬 반 팀을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나눔.
•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 도출

성교육
프로그램

•성표현물의 개념에 대한 교육
•대중매체의 성상품화에 대한 교육
•음란물에 대한 교육
- 음란물의 문제점 이해
- 음란물에 대한 접근방법 교육

Debate
토론활동

•음란물, 성 상품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음란물, 성 상품화에 대한 찬 반 팀을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나눔.
•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 도출.

성교육
프로그램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교육
•남 · 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
•남 · 녀의 차별에 대한 이해
•현재 성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탐색

Debate
토론활동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
•성평등에 대한 찬 반 팀을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나눔.
•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 도출.

성교육
프로그램

•성폭력에 대한 개념 교육
•성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
•성교육 인형극의 과정에 대한 이해
•성교육 인형극 연습

Debate
토론활동

•화학적 거세,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
•화학적 거세, 성폭력에 대한 찬 반 팀을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나눔.
•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 도출.

성평등
(차별과 차이)

성폭력
(도와줘요!
빨래할머니)

교

비 고
태아발달모형
임신벨트
신생아 인형

사춘기 교육
판넬
생리팔찌
사춘기 뺏지

성상품화 tv모형
음란물 판넬

성평등 판넬

인형극set

성문화 센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Sexuality)을 스스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느껴봄으로써
성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교육대상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 성인, 학부모, 교사 등 최소 3명~최대 40명 내외

■교육시간

단회기 체험관 라운딩 60분 ~ 90분
(회기별 성교육 진행 시 교육 내용에 따라 교육 시간 조정)

■체 험 비

강사비, 교구구입 및 제작, 프로그램 진행비 등으로 활용
(체험관 라운딩 1인 1,000원)
※ 준비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 부담

■교육내용

임신과 출산, 성장이야기, 십대연애문화, 성 상품화,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등

성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

1

전화문의

2

교육방법 및
교육주제
선택

3

일정예약

4

신청서 확인

5

접수 확인

6

교육 실시

■교육방법 및 교육주제 선택 시 매뉴얼을 참고하여 선택해주세요.
■매뉴얼의 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가 확인되어야 교육이 진행됩니다.
■성교육 상담 프로그램 담당자와 사전 협의 (교육일정, 준비물, 강사, 교육비 등)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안내
- 홈페이지(www.daeguarm.net) 하단 교육신청∥Download 확인
- 체험관 신청서 또는 찾아가는 성교육 신청서 선택
-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프로그램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교육의 일정과 내용으로 기입해주세요.
- 일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성문화센터 오시는 길

명덕역 1번 출구

⇦ 계명네거리
양평
해장국

프린스호텔

번창한의원

명
덕
네
거
리

대 백
프라자⇨
한덕기
안과의원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문화의집1층)
경북여자
상업고등학교

■시내버스:명덕초등학교하차후프린스호텔방면으로도보5분
106, 400, 400 -1, 202, 202-1, 402, 509, 518
650, 706, 순환2, 순환2 -1
■지 하 철 : 명덕역(1호선) 1번 출구에서 프린스호텔 방면으로 도보 10분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이 메 일

705-817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16(대명동)
(053) 657-1388
(053) 657-1389
www.daeguarm.net
arms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