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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성인을 위한 성교육 가이드
-중도와 경도 정신지체인을 중심으로전 용 호
대구미래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와 기본적인 성교육 방법을 소개하여 정신지체인의
성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도와 경도 정신지체성인에게 적합한 성교육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Zelman과 Tyser가 개발한 Ease Sequential
Curriculm Guide를 정신지체인의 부모나 지도자가 지도하기 쉽게 본 연구자가 편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학, 성적 행동 건강과 인간관계로서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사전 검사를 하고 실시 후에 사후 검사를 하여 각 단원의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핵심어> 정신지체성인, 성교육, 성교육방법, 성교육프로그램

1.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에 대한 입장

오히려 성적인 느낌의 표현은 역겹고 우습기조차 하
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러한 욕구가 설령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운동이나 취미활동, 직업활동 등으로

오늘날 우리는 성 지향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승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서 추구하는 이상 중의 하나는 아름다운 이성

많은 정신지체인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으로

관계와 성적만족이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

러한 세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정신지체

가 성인이 되어도 유아시하며 성적인 부분을 모르는

인을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감정적 욕구를 가지고 있

척 한다. 따라서 자녀는 자신의 성욕을 인식하면서

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신지체인은 다른 사람들과

죄책감,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며 긴장감을 가지게 된

다르기 떄문에 섹스는 정신지체인과는 관계없는 것

다. 그 결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부적절한 방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정신지체인은

법으로 표출하게 된다. 부모나 지도자들은 정신지체

오직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만 염려하며 그것을 극복

인에게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성욕은 어

하려고 노력해야지 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그들에

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그러질 것으로 믿는다.

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성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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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히려 정신지체인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 염려하며 성적 경험을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정신

보다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하였다. 따라서 불과

지체인에게 혼란스러움, 당황, 씁쓸한 느낌과 같은

몇 년 전에는 정신지체인의 지도에서 별로 고려하지

불안감을 안겨 준다.

않았던 개인적, 사회적인 요소들을 중요시하게 되었

우리는 정신지체인에게 성에 대하여 그들의 느

는데 그 중 하나가 성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다

낌, 희망 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정신지체인은 적

한다. 그리고 자신의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자신의

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왔다. 성교육이 공적으로 지

현실에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

지를 받기 시작한지는 불과 몇 년 내의 일이다. 정신

가 정신지체인에게 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제공하기

지체인도 비정신지체인들처럼 성에 대하여 동일한

원한다면 그들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에 대하여 표현하고 그것을

가지게 하며 인간으로서 가치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얻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신지체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정신지체인의 교육에 필

의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정

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신지체인은 생식능력이 있고 성에 관심이 있으며 성

도 정신지체인의 정서적, 성적문제에 관한 것은 침묵

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지체인의 성

과 무시로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지도자들은

적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범위내에 있으며 지

정신지체인을 “성” 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

능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은 다른 사람들

는 것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여겨 부모가

의 성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아동에게 대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만 한

성교육이란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

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성인을 성인으로서 대하지

회에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남녀가 각

않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책임감을 인

성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와 존경과 협력을

정하게 될 때 장애인은 점차적으로 성인으로서 성숙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남녀간의

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는 전혀 사랑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며 동시에 올바른 성 의식,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고 사랑을 잃는

분별있는 성습관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생활 양식이

고통을 가지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 문화, 사회적 규범에 조화 있는 생활을 할 수 있

사랑 받고, 사랑을 잃고 상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

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학교교육이 지

다. 이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정신지체인도

향하는 인간존중에 정신에 입각한 지*덕*체의 세 측

사랑과 섹스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과 불가분의 관

인식해야 한다.

계에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정신지체인의 부모들과 전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교육을 단지 남녀의 차이,

가들은 정신지체인의 성욕에 대하여 금욕적인 입장

생식기 계통의 해부, 생리 또는 성행위에 관한 교육

을 취했었다. 정신지체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시켜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체 성교육 과정의

왔던 1890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유행했던 유전학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

은 장애인은 장애인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유포시

자 사이의 윤리의식의 내면화를 근본으로 하는 인간

켜 정신지체인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최

교육의로서의 성교육이어야 한다.

근에 탈 시설화와 정상화의 경향으로 정신지체인이

성교육은 인간성과 도덕율을 중시하는 인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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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성

신의 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성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

다. 그들은 성정체성, 자아상과 성 역할을 모르고 있

적인 지식을 주고 사랑과 결혼, 행복한 사회생활의

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성적

기초가 되는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전인격과 전 생

인 느낌이나 성적환상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에 속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어 바람직한 성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성행동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완성을 지향하

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신지체성인

는 노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

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비정

회가 따르고 있는 관습, 습관, 행동의 기준을 알고

신지체인의 성교육의 목적과 동일해야 한다. 성교육

따르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부모

의 목적은 개인의 성적 발육, 성장 또는 성적인 성숙

와 지도자들은 점차적으로 정신지체인에게 성교육을

을 돕고 사회적인 윤리성이나 도덕과 일치된 원만한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성교육은 자기 자

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사가

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와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

정신지체 성인에게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인 성적욕구를 원만

돕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하게 다루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이 성교육을 통하여 정신지체인의 성적 활동
을 제거하려는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성

2. 프로그램의 개관

에 대하여 전인적인 태도와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돕
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성적활동은 어느 것이나 선택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신지체인의 성에 관한

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데 관심을 두

자료가 많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어야 할 것이다.

가지 이유로 해서 부모와 지도자들은 유용한 성교육

정상화 이론의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조건을 가능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우기 임상

한 한 사회의 주류를 이끄는 상황을 이끄는 유사하

적으로 검증된 포괄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게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볼 때 일반사람들이 일상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생활에서 하는 일과 사회생활 등을 장애인들도 동등

정신지체성인에게 필수적인 성교육프로그램으로 간

하게 누리고 적응 받아야 할 것이다. 성은 사회 생활

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이 프로

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

그램은 Zelman과 Tyser(1979)의

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결혼을 통해 얻을

Curriculum Guide을 본 연구자가 성교육 지도자들이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도 당연히 정상화의 원칙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역한 것이다.

Ease Sequential

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에 접해야 되고 경험하고 느

Ease Sequential Curriculum Guide은 정신지체

낄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도 성에 관

성인의 성교육에 효과적인 도구임이 실험적으로 밝

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혀진바 있다(F=11.74, .0001). 이 실험으로 인하여 정

대부분의 정신지체인들은 성교육을 통하여 필요

신지체성인은 성적인 정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성

입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신분, 연령, 성별, IQ 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많은 정신지체성인들은 자

요소는 교육의 효과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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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증하였다. 부언하자면 IQ가 높을수록 더 높

한다고 보았다. 성에 관한 토의가 합법적으로 정당화

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는 원래의 가정은 지지되지

되었을 때 정신지체성인은 성적 정보를 기꺼이 배울

못했다. 놀랍게도 IQ55 이상인 피험자들은 IQ가 높

수 있게 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보다 책임감을

고 낮음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항목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석으로 이 프로그램은 .866로서 높은 신뢰도를 얻었

본 프로그램은 성교육의 이러한 기본취지를 살릴

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도와 경도 정신지체성인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이 성교육 프로그램은

을 소집단으로 교육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춘기와 성인기에 있는 정신지체인에게 필요한 성

본다. 그리고 이 연구에 의하면 정확한 성적정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성의 생물학적 측면,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 사

성적 행동, 건강과 인간관계로서 네 가지 영역으로

례를 통해서 보고하였다.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네가지 기본적인 단계를 포함한

이와 같이 정신지체 성인들에게 성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다.

본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정신 지체인을

1단계는 사전검사의 실시이다. 각 학생은 개별적

위한 시설이나 학교에 있는 대상들에게 보다 적절하

으로 사전검사를 언어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자는 사

도록 편역 하여 수정하였다.

전 사후 반응 검사지에 그 반응을 기록한다.

특히 성교육 분야는 그 사회의 문화 규범과 정서

2단계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교육내용의 영역별

에 토대를 두어야 하므로 현장에서 적용하여 프로그

개인진단 프로필을 작성하여 각 학생의 성교육 수준

램을 개발하는 것은 활용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

을 파악한다. 이 결과를 기초하여 각 영역별로 가르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헌 연구에서 탐색한 프로

치는 시간을 다르게 한다.

그램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학교 교사와 시설종
사자와 토의하여 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

3단계는 수업을 계획하여 가르치고 반복하는 과
정을 거친다. (목표, 교수내용, 실시)
4단계는 개별적으로 각 영역의 성취도를 검사하
여 그 반응을 개인진단 프로필에 작성하여 사전, 사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이 프로그램의 원본을 수정
보완한 후 실제 성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적 행동의 제거에 초점

후 검사의 반응을 비교한다. 학생의 교육이 모두 끝
난 1 주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사전사후 검사〉

을 두고 있지 않다. 성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성적인

학생에게 성교육을 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

생각,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고 교육 후에도 같은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한

수 있는 성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다. 검사는 개별적으로 언어로서 검사한다. 우선 학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은

생에게 지시문을 읽어주고 이해시키고 연습문제를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게 한다. 연습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검사의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성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타당성은 상당히 의문시된다.

정보적이며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거쳐야

검사자는 검사문항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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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에는 feedback을 하지 않는다. 학생이 15초안

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때라도 데이트를 해

에 검사에 반응하지 않으면 한번 더 질문을 반복한

야한다. ( )

다. 이번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로 기록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3. 프로그램의 실시

검사항목은 네가지 영역이다. 즉 생물학(1～25
번), 성적행동(26～58번), 건강(59～74번)과 인간관계
(75～94번)에 관한 내용으로서 총 94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잇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시
한다.

사전, 사후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로 한 문항씩 소개한다.

① 우선 학생과 교사는 서로 소개한다.
② 성교육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

〈지시문〉교사는 학생에게 문제를 크게 읽어준
다.

③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한다.

“선생님은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
생님이 말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라

성교육을 하는 이유와 권리를 설명한다.

고 말하

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내용의 개요와 사전 사후 검사
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④ 수업절차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는
다.

〈연습문제〉

시간엄수, 주의집중,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하

a. 나는 여자이다. ( )

여 비난하지 않기,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

b. 남자어른은 수염이 있다. ( )

여하여 이야기하기 등.
⑤ 제Ⅰ단원의 제1주제부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사 문항〉

실시한다.

Ⅰ. 생물학
＊남자와 여자는 모두 생리를 한다. ( )

4. 프로그램의 내용
Ⅱ. 성적 행동
＊ 성교란 남자와 여자가 침대에 누워서 서로 키
스하고 만지는 것이다. ( )

본 성교육 프로그램은 Ⅰ. 생물학, Ⅱ. 성적행동,
Ⅲ. 건강, Ⅳ. 인간관계로서 네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단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Ⅲ. 건강
＊ 콘돔은 성병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

Ⅰ. 생물학: 남녀의 신체의 각 부분, 신체의 변화,
인간발달단계, 사춘기의 신체변화, 생리, 발기, 몽정,
사정, 오르가즘, 사춘기의 감정 등으로 8가지 주제를

Ⅳ. 인간관계
＊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데이트하자고 하면 당

포함한다.
Ⅱ. 성적행동: 자위행동, 신체적 접촉, 성교,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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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피임, 피임기구, 불임수술, 임신, 유산, 출산, 위험
한 해로운 성행동, 불법적인 성행동 등으로 13가지

이러한 성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에 신체적인 접
촉의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접촉, 손잡기, 키스 등)

주제를 포함한다.
Ⅲ. 건강: 성병과 증상, 성병의 치료와 예방, 정기

3) 실시: 교수내용을 가르친다.

신체검사, 의료적 주의를 요하는 증상들, 개인위생

학생들에게 위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도록

등으로 7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유도한다. 반복해서 지도한다.

Ⅳ. 인간관계: 우정, 데이트, 약혼, 결혼으로 4가
지 주제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신체적인 느낌이나 욕
구, 행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
은 신체적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총 32가
지 주제로서 성인에게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을

런 것은 아니다. 어떻든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들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성적인 발달과 관련된 느낌

담고 있다.
프로그램 전개방식은 목표, 교수내용과 실시로

에 제한을 둔다.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프로그램 전체
를 소개할 수가 없고 각 단원별로 한 가지 주제만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Ⅱ. 성적행동
2. 신체적 접촉.
1) 목표: ㆍ신체적 접촉의 의미를 안다.
ㆍ신체적 접촉을 해도 괜찮은 적절한

Ⅰ. 생물학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8. 사춘기의 느낌

ㆍ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때에만 신체

1) 목표: 사춘기 초기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느

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안다.

낌을 이해한다.
성적인 느낌들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안
다.

2) 교수내용: 신체적 접촉이란 성적 자극을 주는
손잡기, 포옹, 키스, 접촉, 애무, 가벼운 키스,

2) 교수내용: 사춘기에 신체의 변화가 시작되면

페팅 등을 하는 두 사람간의 접촉을 말한다.

그에 따른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

(성교는 신체적 접촉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

시작한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성에 대

는다.)

한 관심이 발달한다. 흥분감. 당황스러움, 호기

신체적 접촉은 남녀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가

심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가지

능하다.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이유는 애정을 표

다양한 자극으로 해서 이러한 성적인 느낌들이

현하거나 성적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다.

일어날 것이다.

성적행동은 사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다

① 시각- 잡지, 성적인 낱말

적절하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성적행동을 하는

② 촉각- 손잡기, 키스, 자위행위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

③ 청각- 목소리, 달콤한 음악

나 어색하게 할 수 있다.

④ 상상- 꿈, 환상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학생의 일상

⑤ 기타.

에 기초해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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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게실은 상황에 따라 적절성의 여부가 다

모를 가지는 것이다. 개인위생은 항상 중요하다. 개

르다.)

인위생은 질병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위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할 수 있으며 깨끗한 느낌을 가

3) 실시
교수내용을 가르친다.

질 수 있어 자기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

신체적 접촉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이용하여 가

다.

르친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때 성적인 접촉의 욕구

3) 실시:

를 느낀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

교수 내용을 가르친다.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키스, 패팅, 애무 등을

신체를 청결하게 하는 이유와 책임감에 대하여

강요해서는 안 된다. 키스나 패팅들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머리감기, 머리빗

적절한 때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여자는 키스와

질하기, 목욕(냄새 없애기), 이 닦기, 면도하기, 깨끗

애무로서 임신을 하지는 않는다.

한 옷, 잘 맞는 옷, 적합한 옷, 손청결과 손톱깍기,

정신지체인이 호젓이 있을 장소나 애정을 표현하

좋은 자세, 적당한 양말과 구두 등 차림새가 다른 사

기에 적절한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

람들이 보기에 수용할 만한가의 여부를 학생 자신이

들과 함께 사적인 장소들을 찾도록 한다. 신체적 접

평가하게 한다. 매일 일상적으로 몸을 단정히 하고

촉이 “문제 행동”으로 지목되어 성상담이나 교육에

있는가를 평가한다. 반복하여 지도한다.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 시간을 가지고 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체적 접촉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거하고 신

Ⅳ. 인간관계
2. 데이트

체적 접촉의 적절성의 여부를 구분하게 한다. 이러한

1) 목표: ㆍ데이트 할 때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

여러 사례들은 역할극을 실시하여 이해시키며, 반복

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다.

지도한다.

ㆍ데이트에 대한 책임성을 이해한다.
2) 교수내용:

〈예〉
①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온 어
떤 여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다.

①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이유:
우정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매력, 신체적

② 한 남자가 자기 누나와 성교를 한다.

접촉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 동료의 압력, 흥

③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강제로 성교하고자 한

분과 재미 등.

다.

② 데이트하는 방법:

④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공원에서 키스를 하고
있다.

남자 또는 여자가 데이트하자고 요청하고 데
이트 비용을 지불한다. 데이트 요청은 전화
나 본인이 직접한다. 데이트를 계획 할 때는

Ⅲ. 건강

시간, 장소, 교통수단, 돈, 입고 갈 옷,

7. 개인위생
1) 목표: ㆍ일상적인 몸단장의 기준을 안다.
ㆍ개인위생의 필요성을 안다.
2) 교수내용: 개인위생이란 깨끗하고 적절한 외

타 가져갈 물건등을 미리 생각한다.
③ 데이트 할 때 행동하기:
ㆍ 친구처럼 대하며 예의있게 행동한다.
ㆍ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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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일 데이트시에 당신과 데이트 상대자가 모
두 성적인 접촉(키스, 포옹 등)을 원한다 면
사적인 장소를 찾는다.

고 싶지 않다.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
⑥ 당신이 다른 친구와 친절하게 전화로 이야기

데이트할 때 신체적 접촉을 꼭 해야하는 것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질

은 아니다.

투를 하고 있다. 당신 생각에 그가 잘못 생각

3) 실시: 교수내용을 가르친다.
데이트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단토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유도한다. 데이트 할 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각 주제는 학생들이 확실히 배울 때까지 반복지

데이트 상황을 역할극으로 반복 학습한다.

도하며 각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자주 데이트를 하

주제를 다시 반복지도하고 단원별로 사후검사를 실

며, 어떤 사람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우선 데이트 날자를 정
하고 시간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5. 성교육의 방법

미리 생각해 놓는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도 생각해서 준비해 놓는다.
데이트 상대자의 행동이나 생각에 당신이 동의
하지 않으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교수방
법들을 이용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① 점토와 남녀 해부학 모형을 이용하여 신체 기

다. 그리고 상대자에게 어떤 일을 강제로 하도

관의 부분들을 만들고 그 부분들을 느껴본

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리고 신체기관의 부분들을 분리하고, 그 형태와 위치

데이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

를 재배치한다.

하여 역할극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느낌과 생각을 탐
색하도록 유도한다. 반복하여 지도한다.
〈예〉
① 당신이 데이트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상대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②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③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당신
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④ 당신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할까?

다. 그

② 그림이나 각종 시청각 자료들을 이용하여 남
녀의 신체에 대한 정보를 배운다.
③ 성적 활동과 생리현상에 사용되는 용품들을
직접 다루어 본다.
④ 사회적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성을 개발하고 대인관계기술을 발달

시킨다.

⑤ 인형극, 역할극, 판토마임, 즉석 연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성역할, 성정체성과 적절한 행동 및
감정적 반응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학생이 자주 처하
게 되는 각 상황에서 어떻

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

정하며 그 행동을 연습한다.

⑤ 그는 당신에게 네 번이나 데이트를 하자고 전

⑥ 지도자가 해당되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

화를 했다. 그러나 당신은 그와 데이트를 하

하여 학생이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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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갈등상황을 학생에게 제시하고 해결안을 스스

참 고 문 헌

로 찾도록 유도한다.
⑦ 지도자는 정신지체인이 사용하고 있는 성에
관련된 속어의 이해와 그들이 이해가능한 단어를 사
용하는 등 정신지체인의 언어수준을 파악하여 지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도자가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지도자는 성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며 자신의 성에 대하여 편
안하게 반응한다.
② 학생이 반응하는 성에 대하여 무디게 반응하
며 문제가 되는 성행동의 원인을 진단하여 대처한다.
③ 성교육은 가능한 한 자연스런 기회를 포착하
여 지도하며 학생의 질문에 간단, 명료, 솔직하게 대
응한다.
④ 가능한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고 유머감각을
발휘하여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⑤ 성교육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 관심에서
출발하고 배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친
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
을 구별하게 한다.
⑥ 사회규범에 대하여 이해시키며 건강한 인간관
계를 성교육의 기초로 삼고, 일상생활에서 학생의 프
라이버시를 존중한다.
⑦ 연령에 적합한 비성적인 사회적 행동을 개발
하여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⑧ 지도자나 그 외 사람들 모두가 그 학생의 성
행동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반응하며, 그의 성행동을
수용하고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성적 탐구를
허용한다.

전용호(2000). 정신지체인의 성 바로보고 바로 잡
아주기. 학문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 복지시설발전위
원회(2000). 정신지체인의 성(교사용. 장애
인용).
大井淸吉, 山本良典, 河東田博(1995). ちえおくれ
の子の親と敎師して.

男子の性と生活のガ

イド. 大揚社.
大井淸吉, 山本良典(1995). ちえおくれの子の性指
導. 福村出版.
大井淸吉, 山本良典, 河東田博(1988). ちえおくれ
の子の親と敎師して男女交際․結婚․家庭
生活のガイド. 大揚社.
Carroll, J.L & Wolpe, P. R(1996). Sexuality and
Gender in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Craft, A(1992). Mental Handicap and Sexuality:
Issues and Perspectives. London: The
M. B. A. Group Ltd.
Crooks, R & Baur, k(1999). Our Sexuality(7th
ed.). California: Brooks/ Cole Publishing
Co.
Zelman, D. B & Tyser, K. M (1979). Essential
Adult Sex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Ease

Sequential

Curriculum

Guide. Wisconsin: James Stanfield Film
Associates.

164 발달장애학회지 제6집 1호

Sex Education Guide for the Mentally Retarded Adults

Yong Ho Chun
<ABSTRACT>
This stady was to edited the Ease Curriculum Guide for the mentally Retanded Adult by Zelman &
Tyser to provide teachers and parents with an effective instrument for teaching sex education to
mentally retarded adults. This curriculum has been empirically evaluated. This curriculum is consisting
of instructional objectives which are grouped into four units : biological, sexual behavior, health and
relationships. Each instructional unit consists of series of instructional objective and an objective test
base on the instructional content of the un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