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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생리대 위생처리 실습 인형(마법에 걸린 덕순이)

장애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위생 교육을 실시 할 때 글이나 말로 교육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구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생리대를 가지고 생리대를 싸서 버리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중증 장애 학생들이 생리혈이 묻지 않는 생리
대를 너무 자주 교체하기도 하고 생리 혈이 묻은 생리대를 교체 할 때 생
리혈을 만지면서 생리대를 싸서 휴지통에 버리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
이 생리대 교체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손톱에 낀 생리 혈 때문
에 냄새가 나고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 혈 때
문에 많은 냄새가 난다. 그러므로 생리대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실습 인
형을 제작하게 되었다.
생리대 위생처리 실습 인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제통을
재활용 한다.

세제 통에 빨간색 물감을 섞은 물을 넣고 인형의 생식기 부

분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세제 통 뚜껑이 있는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요약

장착한다.
빨간 물감이 들어 있는 세제 통이 들어 있는 인형 즉 마법에 걸린 덕순
이 인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일단 덕순이에게 생리팬티와 속바지를 입히
고 생리팬티에 생리대를 하고 난 후에 교사는 세제통을 눌러 줌으로써 생
리대에 빨간 물감(생리 혈)이 생리대에 묻도록 한다. 그런 후 학생들이 생
리대를 위생처리 실습을 실시하고 새로운 생리대를 교체 하면 교사는 세제
통을 눌러 주면 물감(생리 혈)이 생리대에 묻을 것이고 학생들은 생리 혈
이 묻은 생리대로 실습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리대 위생처리 방법을 교육하면 일단 학생들에게 보
다 흥미있고 실제적이 수업을 진행 할 수 있고 생리대를 싸서 버리는 교육
이외에 생리혈이 손에 묻지 않고 생리대를 교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리대 위생처리 실습 인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
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증증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생들에 매
우 유용한 교구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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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동기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생리대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데 흔히 실시하는 교육은 깨끗한 생리
대를 싸서 버리는 교육이다. 물론 생리대 싼 것이 풀리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리대 위생 처리 교육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생리대를 위생 처리하는 교육에 있어서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대 교체 시 사적인 공간(화장실)에서 해야 한다.
둘째. 생리대 교체 시 생리 혈이 손에 묻지 않게 교체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용한 생리대는 생리대 싸는 종이로 잘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넷째. 생리대를 교체 한 후에 변기 위에 생리 혈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묻었다면 휴지로 닦는
다. 그리고

물을 꼭 내리도록 한다.

다섯째. 생리대 교체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러한 순서에 의거하여 생리대 위생처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적인 장소, 사용한 생리대를
싸는 교육, 생리대 교체 후 뒤처리, 손 씻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리 어려움이 없
다. 그러나 생리 혈이 손에 묻지 않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교육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생이 생리대를 교체 할 때 생리 혈을 만지게 되면 손톱 속에 생리 혈
이 들어가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장애 학생에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
생리대에 교사가 빨간 물감을 묻혀서 교체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나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
구체물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새 생리대를 싸서 버리는 교육을 실시하면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생리대를 싸서 버리거나 무한 반복적으로 생리대 교체를 하
기 때문에 중증 장애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인 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리대 위
생처리 실습 인형을 제작하게 되었다.

2. 교육 자료의 목적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성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장애학생들이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
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성폭력’이라는 단어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학교에
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들, 장애 학생의 위생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장애학생의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지만 장애학생의 위생교육도 통합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
이 생리 중에 화장실에서 생리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리 혈이 보이는 생리대를 휴지통
에 버린다거나 생리 혈이 묻은 변기를 닦지 않고 나오거나 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일반 학교에서
통합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생리 혈을 만진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다면 장애학생에게 냄새가 많
이 날 것이고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친구는 매우 괴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생리대 위생처리 실습을
활용한 성교육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둘째. 강의식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셋째. 장애 학생들이 생리대 위생처리 시 인형을 활용하여 반복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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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자료 사용법
1) 교육자료 이름 : 생리대 위생처리 실습 인형(마법에 걸린 덕순이)
2) 적용 대상자
: 중증 장애 여학생 및 초등 장애 여학생

3) 준비물
가. 인형 : 50cm 이상

나. 세제통 ( 마개 모양이 사진과 같은 것을 준비한다)

다. 생리대. 위생팬티, 속바지
라. 빨간색 물풀
4) 제작방법
가. 시중에서 파는 주방세제를 빈 통을 준비한다.
: 주방세제 빈 통을 재활용 하는 이유는 교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서 손쉽게 구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물을 넣으면 세제 통 마개가 밀착되지 않아서 흐를 수
있으므로 물풀을 사용한다. 물풀에 빨간 물감을 넣고
물로 점도를 맞추어서 세제 통에 넣는다.
다. 인형의 등과 생식기 부분에 구멍을 내고 인형의 몸속에
있는 솜을 덜어내고 세제 통을 인형의 몸속으로 넣는다.
넣을 때 세제 통의 마개 부분이 인형의 생식기 부분에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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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법 : 생리대 위생 처리 성교육 순서
가. 생리의 원리에 대해서 교육 실시한다.
나. 생리 시 필요한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속치마. 속바지. 위생팬티, 생리대).
: 덕순이를 활용하여 치마 속에 속치마와 속바지를 보여주면서 속치마와 속바지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생리를 할 땐 위생 팬티를 입는
것이 생리 혈이 옷에 새는 것을 방지 한다는 교육을 실시함.
다. 생리대의 종류에 대한 교육 실시
: 생리대의 크기와 필요한 시기에 대한 교육
라. 생리대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생리대를 하고 있는 덕순이를 학생들에게 생리 혈이 묻지 않도록 교체 하도록
한다.

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는 잘 싸서 휴지통에 버리도록 한다.
다). 새 생리대로 교체 하도록 한다.

라). 학생이 새 생리대로 교체하며 교사는 학생들 모르게 덕순이 등에 있는 세제
통을 눌러서 새로운 생리 혈을 만든다.

마). 등에 있는 세제 통을 눌러서

새로운 생리 혈을 만들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실

습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생리대 교체 후 화장실 변기를 확인하고 변기에 생리혈이 묻었으면 변기를 닦고
물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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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리대 교체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6) 특징
가. 장점
덕순이 인형을 활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과 실질적이고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춘기가 오고 생리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스스로 위생
적으로 생리대를 처리 할 수 있지만 장애학생의 경우 특히 중증 장애 학생은 부모나 도와주는 사
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중증 장애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생
리대를 위생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놀이와 같이 흥미 있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교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 가
능하다는 것이다. 인형의 경우 큰 봉재인형이 좋겠지만 주변에 있는 작은 봉재인형으로도 가능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 장치로 활용하는 세제 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았기 때문에
교육하고 싶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단점
세제 통을 뒤집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단 점이
있다. 물론 점도가 있는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줄줄 새지는 않지만 교육이 끝나고 인형
과 세제 통을 분리 해 놓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았다.

4. 활용 결과 및 제안점
가, 활용 결과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매우 흥미 있고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도 인형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며 인형을 통한 실습을 하고 싶어 하
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

장애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교체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생리 시에 입어야 하는 속바지와
위생 팬티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

생리대 교체 시 생리 혈이

손에 묻지 않게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인 교

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제안점
: 인형 내부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내부 장치로 세제 통을 활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조금
씩 흐르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인형과 분리 해 놓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주
변에서 활용 할 수 있고 액체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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