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학부모 통신문 샘플
통지문 A: K-12학년 HIV/AIDS 교육에 관한 학부모 통신문 샘플.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
HIV/AIDS는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간 의학의 발전은 HIV 환자들이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병은 치료법이 없으며, 우리
학생들이 이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보건 교육 워크
이니셔티브에 드린 드 빌라지오 시장의 다년의 투자는 교육청의 모든 뉴욕시 학교들에서의 보건 교육 지원
확대로 학생 건강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와 뉴욕시 교육청(NYCDOE)에서는 종합 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HIV/AIDS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뉴욕시의 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HIV/AIDS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적합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유치원에서는 질병이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배웁니다. 7학년에서는 HIV가 면역체계에
주는 영향, 알코올과 약물 사용의 위험성, 그리고 부모/보호자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HIV나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들(STIs),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웁니다.
학부모나 보호자로서 귀하는 HIV/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 예방법을 가르치는 특정 HIV/AIDS 수업을 자녀가
듣지 않도록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선택 배제(opt out)"가 가능한
예방교육은 HIV/AIDS 교과과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weteachnyc.org/resources/resource/hivaids-curriculum-2012-edition/
자녀가 이러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경우,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자녀를 "선택 배제" 예방교육에 참여시키지 말 것, 그리고



부모님이 가정에서 직접 자녀에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

자녀가 부모님과 HIV/AIDS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지도해 주십시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HIV의 감염경로를 잘 알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의 스쿨 웰니스 위원회(School Wellness Council)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HIV/AIDS에 관한 PTA 워크숍을 기획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자녀의 담임 교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게 다음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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