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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  

저희는 귀 자녀의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과 더불어 학생들의 나이에 적합한 가족 건강, 성교육 및 HIV/AIDS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 천 4 백만 달러가 투자되는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신규 캠페인 Health Ed Works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시 전역의 학교로 보건교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우리 교육청의 학생 건강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뉴욕시에는 13 세 이전에 성경험을 갖는 학생들이나 다수의 성파트너를 둔 학생, 그리고 성병(STI) 및 

HIV/AIDS 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性)교육 및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중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되는 필수 종합 보건교육에는 학생들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교육과 더불어 K-12 학년 학생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HIV/AIDS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뉴욕시 학생과 학생 가정은 참으로 광범위한 문화와 관습,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건강한 성생활과 HIV/AIDS 예방교육 및 피임과 HIV/성병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교육 또는 기타 성적 건강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것인지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자녀의 담임 교사나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NYCDOE 의 HIV/AIDS 커리큘럼 전체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eachnyc.org/resources/resource/hivaids-curriculum-2012-edition/.  

자녀를 피임이나 HIV/STI 예방 교육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피임 및 HIV/STI 예방에 관한 내용의 수업을 할 때는 자녀를 교실에서 빼달라는 내용,  

 이에 관한 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교사입니다. 학부모, 보호자와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기 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눔에 있어,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학령기 청소년의 성경험을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학교 보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 대화해 보시고, 부모님께서 최선의 건강한 

생활방식이라고 여기는 길을 자녀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에 관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 보건 수업 중에 습득하는 정보에 가족의 가치가 더해져 좀 더 신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보건 교육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본교의 보건교육 

교과과정을 보고 싶으신 경우, 자녀의 담임 교사나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학교장 

https://www.weteachnyc.org/resources/resource/hivaids-curriculum-2012-e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