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가족생활교육에 관하여 학부모/보호자께 드리는 서신 

친애하는 학부모 /보호자께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는 유치원생부터 12학년생에게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가족생활교육 (FL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인간의 성장 및 발달 , 대인 관계 , 정서적 및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건전하고 , 책임감 있고 , 정중하며 ,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 태도, 
능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수업은 결속력이 강한 가족 , 긍정적인 관계 , 건강한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및 보호자 ,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학년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수업 목표 및 설명 내용 )은 각 학년별로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FCPS 가 편성권을 소유한 가족생활교육의 학년별 자세한 수업 내용 및 미디어는 스쿨러지 (Schoology)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보호자들은 학생 정보 시스템 (SIS) 학부모 계정을 위해 사용하는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스쿨러지 (Schoology) 에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권한 문제로 
인해 모든 미디어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분은 자녀 학교에서 수업 내용 및 미디어를 
검토하실 수 있으며 City of Fairfax 에 있는 Fairfax 카운티 지역 도서관에서는 수업 내용만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미디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학부모/보호자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을 받지 않기로 제외 요청한 학생에게는 대체 보건 학습이 제공될 것이며 저희는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번 학년도에 가족생활교육 (FLE)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시면 , 이 서신에 동봉한 양식을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제외 신청 양식을 얻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자세한 학년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제외 신청 양식을 FCP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작성된 제외 신청 양식은 가족생활교육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자녀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제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외 요청을 하시지 않는 한 , 여러분의 자녀는 모든 가족생활교육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자녀가 가족생활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면 , 이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여러분이 제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셨으나 , 차후에 자녀가 
가족생활교육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가족생활교육에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나이에 적합한 학습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족생활교육 학습 일정에 관한 정보는 자녀 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은 학습 서비스 사무처 , 571-423-4550 으로 
전화하시거나 fle@fcps.edu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FCPS 학습 서비스부 

보건, 가족생활 및 체육교육 

LS-FLE-Opt-Out-Letter SY22-23 

https://www.fcps.edu/academics/elementary-school-academics-k-6/elementary-family-life-education
https://www.fcps.edu/academics/middle-school-academics-7-8/family-life-education-fle
https://www.fcps.edu/academics/high-school-academics-9-12/family-life-education-fle
mailto:fle@fcps.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