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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카운티 가족생활교육
제외 요청 양식
5 학년: 정서 및 사회적 건강
5학년 가족생활교육 (FLE)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시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FLE 수업
시작 전에 자녀의 학급 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목표 및 미디어 설명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fcps.edu/academics/elementary-family-life-education-fle에서 얻으실 수 있으며 수업 내용은 스쿨러지
(Schoolog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5 학년생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이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급 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시사항: 자녀가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든 수업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____

수업 1: 역할, 의무, 책임
학생들은 가족원으로서의 역할, 의무, 책임을 인식할 것임.
• 가족원의 역할, 의무, 책임의 변화; 평생을 통한 역할 변화

____

수업 2: 아동 학대와 방치
학생들은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를 정의하고 학생들이 비밀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성인을
파악할 것임.
•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 학부모/보호자, 기타 성인 가족원, 교사, 학교 상담교사, 목회자 또는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보호자 서명

2021 년 7 월 개정
LS-FLE-Opt-Out Form Gr 5

날짜 ____________________

Fairfax 카운티 가족생활교육
제외 요청 양식
5 학년: 인간 성장 및 발달

모든 수업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분반하여 진행함.
5학년 가족생활교육 (FLE)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시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FLE 수업
시작 전에 자녀의 학급 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목표 및 미디어 설명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fcps.edu/academics/elementary-family-life-education-fle에서 얻으실 수 있으며 수업 내용은 스쿨러지
(Schoolog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5 학년생을 위한 인간 성장 및 발달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이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급 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시사항: 자녀가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든 수업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_____ 수업 1: 사춘기
학생들은 사춘기 동안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 위생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할 것임.
• 신체적 변화: 급격한 성장, 땀 분비 증대, 피부 변화, 감정 변화, 음부 및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
남학생들은 어깨가 넓어지기 시작하며 여학생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발달하기 시작, 월경, 발기, 몽정
• 월경: 여학생 - 개인위생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폐기법; 남학생 - 월경에 대한 수업 중 개인위생제품에 대해
간단히 언급
• 사춘기 동안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발; 개인별 차이 인정; 사춘기 동안 생기는 변화 및 임신과 출산과의
관계
____

수업 2: 생식 기관
학생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인식할 것임.
• 남성 생식 기관의 기능 - 성기, 고환, 수정관, 음낭, 요도
• 여성 생식 기관의 기능 - 자궁, 난소, 질, 자궁 경부, 나팔관

____

수업 3: 인간 생식
학생들은 인간 생식의 기본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임.
• 성관계를 통한 난자와 정자의 결합
• 태아의 발달과 출생 (아기가 질이나 제왕 절개 수술을 통해 엄마의 몸을 떠남)
• 탯줄, 태반, 양수막에 대해 학습

____

수업 4: 금욕과 거절의 기술
학생들은 금욕의 혜택을 탐구할 것임.
•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에 성관계가 끼치는 결과
•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상황에서 거절하는 기술을 연습
• 정서적, 지적, 영적, 재정적,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는 신체적 변화

_____

수업 5: 성병 감염
학생들은 일반적인 성병 감염 (STIs)에 대해 배울 것임.
• 박테리아성 성병 (STIs) (치료 가능 -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 바이러스성 성병 (STIs) (치료 불가능 - 생식기 포진,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이즈 (HIV/AIDS))
• 성병을 피할 수 있는 100 퍼센트 효과적인 방법은 금욕과 주사 바늘의 공유를 삼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보호자 서명
2021 년 7 월 개정

날짜 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