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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8학년 때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교과 과정 중 생활 기능에 속하며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 교육과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 문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우려하고 접하는 생활
문제에 대해 배우게 되며 생명과 자신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건전한 존중심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성에 대한 과목은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와 발달에 대한 기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에는 생식기 계통에 대한 학습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과목에서는 성희롱, 성폭행 및
성병과 같은 주제도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압력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의사 결정 기술을 공부합니다. 저희는 10대들의 성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절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하며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이 과목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긍정적인 건강 활동을 식별
- 신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 질환과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식별
- 자가 검사 이해 및 실습
-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STD) 및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STI))에
대해 설명
- HIV와 AIDS 검토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요인 간의 관계 설명
- 신체 체계 이해, 식별, 설명 및 비교
- 요인들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해
이러한 여러 문제는 청소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과 과정 개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와 관련한
우려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학생의 체육 선생님이나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 페이지 넘김 -

Attea • Glen Grove • Henking • Hoffman • Lyon • Pleasant Ridge • Springman • Westbrook
(847) 998-5000 • (847) 998-5094 (Fax)

Glenview School District 34
1401 Greenwood Road
Glenview, Illinois, 60026-1511
www.glenview34.org

인간의 성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은 자녀들과 인간의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때 본인들이 주도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이 과목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 과목 기간 중 대체 체육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학생이 본 과목에 참여하는 데 대한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목은 중학생의 삶에서 흥미롭고 도전적인 시간입니다.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려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부모님과 함께, 학생들이 타인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청소년
시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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