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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교육구의 성건강 교육에 대한 자주있는 질문과 답 
2021-22 

 
질문: 성건강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응답: 페더럴웨이 교육구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데로 5학년 이전에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면역 체계, 에이즈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금욕이 

에이즈의 감염 예방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과 거부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질문: 사춘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언제 배우게 됩니까? 

응답: 페더럴웨이 교육구에서는 사춘기에 대한 학습을 6, 7, 8학년에 배우게 됩니다. 가능한 한, 학생들은 

이 학습이 남녀가 분리되어 실시됩니다.  
 
질문: 성 건강에 대한 학습을 위해 어떤 학습과정이 사용됩니까? 

응답: 페더럴웨이 교육구는 성건강을 위해서 FLASH(플래시)와 KNOW(알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료의 어떤 활동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구는 채택된 교재의 사용으로 

교사들을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희 교육구가 채택한 교육 자료중 약 20% 

정도가 5-8학년 성건강을 위한 안내서로 사용됩니다.   
  
질문: 교사들이 채택된 안내 학습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응답: 페더럴웨이 교육구는 플래시와 알기 교재의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적 교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교과 과정은 선택된 학습 자료(채택된 자료의 약 20%)와 선택된 학습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구 내의 교사들은 전체 플래시와 알기 학습자료가 아닌 교육구 교과 과정 안내를 받고 

있으며 교과 과정 안내속의 학습내용만 사용하기 위해 훈련받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은 각 학년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 페더럴웨이 교육구는 에이즈와 성건강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각 

가족들에게 각 학년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수업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학습 내용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가족들은 교육구 사무실에서 약속을 하시거나 관련  이벤트에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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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수업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답: 교사는 수업시간에 성건강 학습을 가르치기 전에 가정으로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학습에 대한 시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교사에게 항상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러한 수업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응답: 수업거부 양식은 에이즈와  성건강 수업과정 정보 시간중이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주법에 의하면 부모와 가디언은 자녀가 수업을 받지 않게 하려면 에이즈에 대한 수업이전에 수업에 

대한 내용을 미리알아야만 합니다.  
 
질문: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응답: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귀 가정의 가치, 믿음과 

성적 건강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상의하도록 

격려하시거나 자녀들의 의문과 문제를 믿을만한 성인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랍니다.  
 
질문: 어떻게 이 학습과정이 채택되었나요? 

응답: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2017-2018년 학년도에 

만났습니다. 이 팀은 주법과 청소년 건강법에 맞는 학습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2018년 

겨울에 4번의 모임을 가졌고 건강표준과 교육 과정에 고려사항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사회의 

채택당시에 교사들은 가족들의 의견 사용했고 주법에 따라 채택된 자료를 페더럴웨이 교육구의 

학습과정 안내 지침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