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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활 세미나
지적장애인의 성과 이성교제

Worksh

일시ㅣ 2015년 5월 21일(목) 13:30~17:00
장소ㅣ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2층 대강당
후원ㅣ 대한성학회

↑

버스로 오실 때
- 국립재활원 하차 : 151, 1165, 마을버스 강북01
- 가오리 하차 : 104, 144, 109, 1144, 1218, 1166

지하철로 오실 때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4번출구 : 마을버스 강북01→국립재활원 하차

자가 운전으로 오실 때
- 시내방면→길음동→삼양동→화계사·4.19 국립묘지 방면→국립재활원
- 내부순환도로→월곡동 진출→미아사거리→수유사거리→화계사 방면으로 P턴→국립재활원
- 동부 간선도로→하계 동일로 진출→U턴→번동사거리 →화계사 방면→국립재활원

사전 등록
사전등록기간 : 2015년 4월 27일 ~ 5월 8일 / 참가비 무료
등록 방법 : 국
 립재활원 성재활 홈페이지
(http://www.sexualrehab.go.kr) 사전등록
※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등록을 하신 후, 등록 사항을 ‘사전등록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ㅣ문의처ㅣ 국립재활원 성재활실 TEL. 02-901-1625

National Rehab

16 th

성재활 세미나

지적장애인의 성과 이성교제

Program

모시는 글
인간은 누구나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정

내용

13:30~13:50

접수

13:50~14:00

개회식

1부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방법론
14:00~14:30

지적장애인도 예외일수는 없으며, 지적장애인 또한 성을 누리는 존재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통한 노력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의학적 이해

사회 : 유정아(국립재활원 성재활실장)
발표자

개회사 : 이성재(국립재활원장)
축 사 : 윤가현(대한성학회장)

좌장 : 한지아(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장)
신석호(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장)

성교육 매뉴얼 소개
14:30~15:15
(각 15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5:15~15:35

•장애학생용 멀티미디어 성교육 프로그램

전옥경(주몽학교 보건교사)

•경도장애 및 중복장애인을 위한 성인권 교육 매뉴얼

한송이(탁틴내일 기획팀장)

•성인 지적장애여성 성교육 프로그램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성재활 교육 자료 관람/ Coffee Break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성교육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봄으로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성을 건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2부 지적장애인의 성과 사랑

좌장 : 윤가현(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범석(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주제 발표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 성인의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성과 사랑
15:35~16:35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말하는 성과 사랑 이야기
(각15분)
•엄마의 눈으로 본 지적장애 자녀의 이성교제

2015년 5월
16:35~17:00

국립재활원장

이 성 재

정진옥(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장)
이소령(지적장애인 당사자)
이은라(지적장애인 어머니)

•지적장애인 애정표현의 지도

추국화(지식문화재단 한국가족성상담센터장)

패널 토의 및 자유 토의

장애란(동천의집 원장)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