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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권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성 인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주입식 강의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 토론하고 발표하며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교육입니다.

성 인권 교육, 어떻게 다른가요?

학생 후기

교사 후기

우리 몸과 신체의 변화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나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친구들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성 인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성과 관련하여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 ㅣ 성 인권 교육 사업 정책 수립 및 총괄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하는 기관

총괄기관

시·도별 성 인권 교육 총괄 운영

시·도 및 교육청

지역 내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지역운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ㅣ ① 성 인권 교육 운영 총괄 관리 및 지원

②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강사 역량강화 지원

중앙지원기관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타인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여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성 인권 교육은 다양성에 대해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 길을 제시해주는 좋은 교육이기에  

매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성 인권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성 인권 교육 내용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나다움과 나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며 

성평등을 학습합니다.

관계와 소통, 성폭력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나다움 / 성별 고정관념

초등 고학년

나의 권리

 중·고등학생

성평등

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운영내용

교재 예시

해당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강사가 매뉴얼에 따라 

연 15차시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

신청방법 지역운영기관에 문의(무료)

2022년 지역운영기관

학교 성 인권 교육 참여 기관 및 신청방법 

충북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043-263-2000

제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064-756-4008

서울

서울시립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02-6380-7480

경북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070-7599-1755

부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051-583-7735

충남

충남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41-337-1585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055-831-4567

전북

익산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834-1377

(8개 기관)



자신의 몸과 건강한 성문화, 경계 존중과 관계 속에서의 의사표현, 

성폭력 피해 예방 등에 대해 배움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자 교육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자 및 교사의 가치관과 태도를 함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계교육 활동지

교육대상 장애 아동·청소년 (지적장애, 발달장애 및 시각·청각·중복장애 등)

운영내용

활용 교구 예시

장애 유형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매뉴얼’에 따라 

외부 강사가 교구·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실시 

(대상별 10차시 교육, 1차시당 40~50분 기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내용

※ 이미지 출처: 디자인섬(www.godesignsum.com)

     (좌) 성폭력상황대처하기 그림패드

     (우) 우리의 경계 워크지

신청방법 지역운영기관에 문의(무료)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참여 기관 및 신청방법 

서울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02-950-9652

경기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22-1366

한국장애인폭력상담소 031-555-1366

인천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506-5479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032-500-2254

부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051-711-1308

대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7-1388

광주
광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2-522-1388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062-973-9553

대전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223-8866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637-1366

울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52-246-1368

울산청소년 성문화센터 052-256-1318

강원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충북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3-224-9414

제천성폭력상담소 043-652-0049

충남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041-541-1514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1-592-6500

전북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251-1318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834-1366

전남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1-272-1318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070-7733-1319

경북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4-443-1366

경남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5-310-8954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6-0314

제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064-753-4982

세종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044-862-9191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과 교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27개 기관)

폭력 상황 대처 카드

2022년 지역운영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