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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부모님/보호자께,       

부모님과 학교측은 학생들을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학교 

상담교사들은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신변안전 수업을 매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hink First & Stay Safe™ 

(생각하고 행동하여 안전을 지킵시다) 프로그램은 연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서 대화형의 수업, 포스터, 역할놀이 그리고 여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신변안전 교육을 시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위원회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 

발달면에서 적합한 요소들을 선정하여 그러한 요소들을 가르칠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토픽의 중요성 때문에 부모님들께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이 배울 자료들을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상담교사가 

자녀의 학급에서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미리 검토하기 원하시거나 질문 또는 우려하는 바가 

있으시면 ____Shawn Gooding and Ginny Wages____________________상담교사(에게, 전화번호 __678-245-3927 and 

678-245-3926_____________________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수업에 사용될 자료는 ___1/25/21_일부터(date) ___1/29/21_일(date)까지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_February and March_______________달(months)동안, 학교 상담교사가 킨더가든부터 5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 예방

및 신변 안전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자세한 수업 계획안과 본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리서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www.childluresprevention.com.  웹사이

트상에는 실제 귀넷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게재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귀넷 카운티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가

르치는 주요 개념과; 전의 학년(들)에서 배운 내용의 복습과 추가의 미끼나 속임수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요

 개
념

 두뇌를 사용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것 

사람은 날씨와 같음. 대부분이 

안전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미끼란 어린이를 안전한 

어른과 안전한 장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임수임. 

법은 어린이를 보호하며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음. 

직감이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됨. 

낯선 사람은 학생이 모르는 

사람을 의미함. 

학생을 속이려고 협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무도 학생의 존엄성을 

앗아갈 수 없음. 

킨더가든 주요 개념 복습 애완동물을 미끼로 삼음 이름을 미끼로 함 

1 학년 주요 개념 복습 도움을 미끼로 삼음 재미와 게임을 미끼로 함 우호적인 감정을 미끼로 삼음 

2 학년  주요 개념 복습 선물을 미끼로 삼음 우정을 미끼로 함 

3 학년 주요 개념 복습 비상 상황을 가장한/이용한 

미끼  

권위를 미끼로 함 유명인이나 존경심을 이용한 

미끼 

4 학년  주요 개념 복습 일을 미끼로 삼음 자부심/명성을 미끼로 함 온라인을 통한 미끼와 마약을 

미끼로 함 

5 학년 주요 개념 복습 모든 미끼를 검토함 비디오 상영: Breaking the Silence 

학교 카운셀러들은 대면과 온라인 둘 다를 통해 학생의 학업에 있어서의 성공과 대학 진학및 취업, 사회-정서적 필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밀유지가 중요함에도 온라인 학습은 학교 카운셀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한계를 드러냅니다. 학교의 온라인 

카운셀링 수업은  부모/보호자, 형제자매, 또는 다른 가까이 있는 가족등 의도치 않은 다른 시청자나 수신자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적 학대 예방과 안전에 관한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후 자녀의 

교사나 학교 상담교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려하는 바가 있으시면 학교 상담교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면 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여러분의 자녀는 성적학대 방지와 안전에 관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교장 
(Principal) 

http://www.childlurespreven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