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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성교육성교육성교육성교육 및및및및
성폭력성폭력성폭력성폭력 예방교육예방교육예방교육예방교육

교육교육교육교육 목적목적목적목적

�왜 학교 교육이 필요한가?

�학교 교육을 안 받으면…
• Worst scenario ?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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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성교육성교육성교육 범위범위범위범위

� 기능
• 신체신체신체신체---- 사춘기사춘기사춘기사춘기, , , , 제제제제 2 2 2 2 성징성징성징성징 ((((몽정몽정몽정몽정, , , , 생리생리생리생리), ), ), ), 자궁자궁자궁자궁, , , , 고환고환고환고환

• 정서정서정서정서---- 성호르몬성호르몬성호르몬성호르몬 ((((남성남성남성남성, , , , 여성여성여성여성 호르몬호르몬호르몬호르몬))))

• 임신과임신과임신과임신과 출산출산출산출산

� 상호 관계
• 상호존중으로서의상호존중으로서의상호존중으로서의상호존중으로서의 가장가장가장가장 깊은깊은깊은깊은 친밀감의친밀감의친밀감의친밀감의 표현으로서표현으로서표현으로서표현으로서

의의의의 성행위성행위성행위성행위

• 자기자기자기자기 중심중심중심중심----> > > > 상호존중상호존중상호존중상호존중

• 에너지의에너지의에너지의에너지의 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 발산발산발산발산

견해의견해의견해의견해의 차이차이차이차이

� 생명생명생명생명 윤리적인윤리적인윤리적인윤리적인 입장입장입장입장 (pro(pro(pro(pro----life)life)life)life)

�여성주의적 입장(pro-choice)
�개인주의적인 입장 (it is my private 

decision)
�기타

�결국 본인의 결정을 위해선…

준비된준비된준비된준비된 성성성성, , , , 아름답고아름답고아름답고아름답고 떳떳한떳떳한떳떳한떳떳한 성성성성

분명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히 불룩한 배를 더 앞으로
내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
나 자랑스러워 하는 지…

생명을 준비한 성과 그렇지 않은 성은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아기 문제도 생각
하고 서로 즐겁게 나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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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질문질문질문 순서순서순서순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접근법
을 토의한다. 

�각 조의 대표(혹은 대표들)가 발
표한다

성별성별성별성별: Gender: Gender: Gender: Gender

�선택(Choice)아니
며,

�성소 (Vocation)

�축복 (Blessing)

�정체성 (Identity)

성정체성성정체성성정체성성정체성: : : : 남자인남자인남자인남자인 나나나나, , , , 여자인여자인여자인여자인 나나나나
� 성욕과성욕과성욕과성욕과 성기능을성기능을성기능을성기능을 가진가진가진가진 남자인남자인남자인남자인 나나나나

� 성욕과성욕과성욕과성욕과 성기능을성기능을성기능을성기능을 가진가진가진가진 여자인여자인여자인여자인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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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성에성에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환상환상환상환상(?)(?)(?)(?) 성이성이성이성이 폭력의폭력의폭력의폭력의 수단일수단일수단일수단일 때때때때

� 성관계-> 폭력
• 타인을 폭력을 통한

통제

� 타인보다는 아는
사람

� 탈출

� 50% 이상 포기

� 범죄행위
• 눈 언저리, 목, 사타

구니, 발등

� 경찰/ 의사
• 보존

성폭력성폭력성폭력성폭력 통계통계통계통계 ((((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

� 전체 성폭력 중 13.5% 친족내에서 발생
• 성폭력 상담소 2006년 통계

�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25.2%, 아내 강간 경험

� 강간이나 성추행당하고 고소할 확률 6.1%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연구 II, 1998년)

�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
• 한국 성폭력 상담소 2006년 통계

� 1심 재판 실형율 42.1% 
•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 2005년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통계통계통계통계

� as little as 7% of sexual abuse will ever be reported 
(children)

� 1 in 5 sexual abused is male (NZ)

� 50% of unwanted sexual contact were reported (adult 
women)

� It involves showing pornography to a child, photographing 
a child in sexual poses and viewing sexual images of 
children on the internet as well as inappropriate touching 
activities with children. 

� Nearly 1 in 3 girls have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by the age of 16

� 70% of these experiences involving genital contact 

� NZ and USA 15% of Women described experiences of 
sexual assault which met the legal definition of rape and a 
further 11% described experiences of attempted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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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예방을예방을예방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방법방법방법방법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믿는다 (Tru
st your instincts) 
• Leave if you feel that you should not get alon

g with

�준비하라 (Be prepared It could happen 
to anybody)
• Some cash, phone ready, 

�아는 사람이라고 방심하지 말라
• It is most likely to done by who you have alre

ady known

데이트데이트데이트데이트 중중중중…………
�친구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데이트에 관

하여 미리 알린다

�당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I do not 
want to” “No means NO”.

�섹스동의는 언제 어떤 순간에도 거두어들
릴 수 있다

�데이트가 불편해지고 위험을 느낀다면 미
리 정해둔 사람에게 code를 이용하여 알
려 도움을 요청할 것

1. 1. 1. 1. 질문질문질문질문 응답응답응답응답
2. 2. 2. 2. 정리정리정리정리: : : : 오늘오늘오늘오늘 듣고듣고듣고듣고 나눈나눈나눈나눈 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
짧게짧게짧게짧게 정리해정리해정리해정리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3. 3. 3. 3. 문의문의문의문의: : : : 
nzgus8600@gmail.comnzgus8600@gmail.comnzgus8600@gmail.comnzgus8600@gmail.com
www.powerlistening.sitewww.powerlistening.sitewww.powerlistening.sitewww.powerlistening.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