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모둠 토론 활동

청소년기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학습목표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올바른 성 가치관

나의 생각

2, 6모둠 의견

[사례 1] 몸이 약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 [사례 2] 학급 대화창에서 1명의 친구에게 집단

4. 성과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과 친구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적어 보자.

사회 현상

1, 5모둠 의견

힘을 당한다.

따돌림을 가한다.

친구의 생각

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 애정 표현
을 나누거나 학교에서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하는 남녀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때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성 행동으로 임신·출산을
하거나 낙태를 한다는 뉴스를 보
았을 때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음란물을
받았을 때

3, 7모둠 의견

[사례 3] 친구의 SNS에 욕설을 쓴다.

데이트 앱, 채팅 앱 등을 통해 성
접촉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청소
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4, (8)모둠 의견

[사례 4] 시험을 앞두고 경쟁친구의 요약 정리집을
감춘다.

십 대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속
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인
연예인들이 밀착된 의상과 매우
짧은 하의를 입고 자신의 몸매나
성적 매력을 무기로 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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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29쪽을 읽고 여자의 성적 발달 특징을 정리해보세요.

청소년기의 성
학습목표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징을 알 수 있다.

1. 청소년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성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지 해당정보에 모두 V해보세요.

학교 수업

친구들

19금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유튜브
광고영상

기타

▣ [스스로 정리하기]
2. 교과서 28쪽을 읽고 남자의 성적 발달 특징을 정리해보세요.

① [

] : 자궁 좌우에 있는 난소에서 한 달에 한 개씩 성숙한 난자가 번갈아 배출되는 현
상(*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약 14일전)

② [

] : 배란된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의 모세 혈관이 파열되
고, 자궁 내막이허물어지면서 혈액과 함께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
28~35일 정도 주기

③ 여성의 생식 세포인 난자는 배란 후 [

] 정도 살 수 있다.

④ [

]: 수란관에 이른 수많은 정자 중 한 개의 정자가 난자의 막을 뚫고 들어가면

⑤ [

]: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하여 자궁 내막의 안전한 곳에

꼬리가 떨어지고 정자와 난자의 핵이 결합하여 수정란이 된다.

자리를 잡는다.
① [

] : 음경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상상을 할 때, 음경 내에
혈액이 한꺼번에 모여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현상

② [

] : 발기된 음경을 통해 정자가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

③ [

] : 잠을 자는 동안 성적 쾌감을 주는 꿈을 꾸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사정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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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아래 픽토그램 금지, 실천 중 1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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