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evue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ellevue의 모든 유치원,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은 2단계 사회정서학습(SEL) 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2단계 아동 보호 기구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 안전. 학생들은 총, 날카로운 도구 및 화재와 관련된 안전과 차에 탈 때나 탑승해서의 안전 등 중요한 안전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신체 접촉 안전. 학생들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에 관한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하고 누군가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에 관한
규칙을 어길 경우 어른에게 말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자기 주장. 또한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연습할 기회를 줍니다.
자녀가 학교에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려드리고, 자녀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연습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전해 드리기 위해 귀하의 자녀를 통해 본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교의 모든 직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아동 성학대 인식 및 신고



학대받고 있거나 기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 적용

아동 보호 기구 또는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향후 교육과정 미리 보기를 방문하시거나
사회정서학습 교육과정 개발자인 Randi Peterson(petersonr@bsd405.org)과 Wendy Powell(powellw@bsd405.org)에게
문의하십시오.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교육 서비스 센터(ESC) 200호
또는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교육 서비스 센터(ESC) 200호
BSD ESC 는 12111 NE 1st Street, Bellevue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아동 보호 기구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econdstep.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아래의 활성화 키 중 하나로 로그인하십시오. 학교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년

활성화 코드

유치원

CPUK FAMI LYGK

1학년

CPU1 FAMI LYG1

2학년

CPU2 FAMI LYG2

귀하의 자녀가 본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이 서신의 아래 부분을 작성하신 후 서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아동 보호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Bellevue School District 정책 및 절차
3421을 참조하거나 교무실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Ms. Hepworth (학교장 올림)
----------------------------------------------------------------------------------------------------------------------------- -------------------------------------------------저는 제 아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2단계 아동 보호 기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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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