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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침
2015년 보건 및 체육 교육 교과과정 
보건 및 체육 교과과정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약자: HPE)은 학생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또한 평생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도모할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이 교과과정은 활동적인 생활, 운동 실력,
성교육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번째 부분인 생활
기술은 이러한 다른 영역 학습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과정의 모든 부분을 익히면
다음과 같은 기술 및 지식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학습 지원하기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의 학습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
• 자녀와 실외에서 활동할 시간을 정합니다.
• 평소 정확한 신체 부위 명칭을 사용하여,
아이가 아프거나 부상 시 또는 학대를
받았을 때 명확하게 대화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좋은 위생을 습관화 합니다(예, 식사 전에 손
씻기).

알고 계셨나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건강한 선택을 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기

평생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잘
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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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나이에 맞게 정확한 신체 부위
명칭을 가르치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자신감, 학부모 자녀간 대화를 향상시키며,
학대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국립 성폭력
자료 센터, 2013)
• 자연 환경 및 실외에서의 활동적인 놀이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동반하지만) 건강한
어린이 발달에 필수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신체 활동 ParticipACTION 보고서, 2015)

이 교과과정의 자세한 사항과 인간 발달 및
성건강 (성교육) 부분을 포함한 추가 학부모용
자료는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Ontario.
ca/HPE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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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생의 학습 내용은 무엇인가요?
생활 기술
이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을 이해하고, 어려움과 변화에 적응하고, 건전하게 타인과
대화하며 사귀고, 비판적 또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학습 내용:
• 흥분되거나 실망한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 장비를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
• 활동적인 삶과 건강한 삶의 연관성

활동적인 생활

성교육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활동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은 활동이 주는
재미를 배우고 평생을 통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학습
내용:

학생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보건 정보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학습 내용:

• 신체 활동을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겨
참여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익힙니다
(예, 술래잡기, 음악에 맞춰 뛰어 다니기)

• 신체 부위(성기를 포함)를 정확한 명칭으로
식별하고 신체를 돌보는 방법(예, 개인
위생의 일환으로 손 씻기)

• 일상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건강상
혜택을 이해하고, 활동적인 상태일 때
나타나는 징후를 인지합니다 (예, 숨
가빠지기, 열 오르기)

• 친절한 행위와 유해한 행위를 구별하고
인지하는 방법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안전
• 자신의 행동과 감정, 건강간의 연관성

• 특히 실외 활동 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집니다.

• 건강한 신체를 위한 건강 식품의 중요성과
캐나다 식품 가이드(Canada’s Food Guide)
사용법

운동 실력

• 감각, 배고픔, 목마름 등의 느낌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개발

탐색과 놀이를 통해 학생은 여러 동작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습하며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학습 내용:
•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과 공간에 대해
의식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균형잡기 및 주고 받는 동작(던지기, 차기,
받기, 멈추기, 막기 등)
• 페어 플레이, 규칙, 장비를 포함한 게임의
기본 특징을 익히고, 성공을 돕는 간단한
방법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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