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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친애하는 학부모 / 보호자께 : 

오늘 수업에서 자녀는 적절한 그리고 부적절한 테크놀러지의 개인적 및 사회적 사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 ( 섹스팅 ) 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건강 , 학업 , 직업 , 범죄적 결과들에 관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 또한 , 학생들은 부적절한 온라인 대화에 반응하는 / 처리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 귀하자녀의 주 
교육자인 귀하가 적절한 테크놀러지 사용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인생 전반에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가 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미디어를 웹사이트 , 
https://www.commonsensemedia.org/blog/talking-about-sexting 에서 읽고 시청하도록 권장합니다 . 저희는 귀하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녀와 함께 적절한 테크놀러지의 사용 및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실천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가 참여했던 
수업에 대해 자녀에게 질문하기를 희망합니다 . FCPS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실천을 자녀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cps.edu/resources/technology/digital-citizenship-internet-safety/social-media-best-practices-students):  

• 예의 바르게 행동 . 자신이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 대우함 . 

• 욕설 및 인종적 또는 민족적 비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저속한 미디어 ( 사진 , 이미지 , 비디오 등등 ) 도 허용할 수 없음 . 

•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음 . 메시지에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 그리고 / 또는 느낌표를 반복해서여러번 쓰는 것을 피함 . 

• 저속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언어를 포함한 트윗에서 @fcpsnews 를 친구에게 태그하지 않기 바람 . 

• 가족 , 교장 또는 학교 전체가 여러분의 트윗이나 게시물을 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 공유하지 않기 바람 . 일단 
온라인에 올라오면 되돌릴 수 없음 . 

• 정직하게 행동 . 예를 들어 , 사고를 목격하지 않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거나 버스가 1 시간 늦게 오지 않았다면 ,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기 바람 . 

• FCPS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피드는 연중무휴 24/7 동안 감시되지 않음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있다면 , 85511 로 NEEDHELP ( 도움 필요 ) 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1-800-273-TALK 또는 911 로 
전화하기 바람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부적절한 무언가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교사 , 교장 , 학부모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성인에게 즉시 알림 . 

• 진정한 자신으로 행동 . 우리와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지 않기 바람 . 가짜의 
FCPS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행위 또한 용납되지 않음 .  

학교 상담 교사 , 심리학자 , 사회 복지사들은 학생과 학생 가족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안전에 관한 조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실종 아동과 착취당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 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http://www.missingkids.com/home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건전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와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질문이나 염려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보건교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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