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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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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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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습 지원하기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의 학습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
• 건전한 이성 관계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가
어떻게 구별되는 지 자녀와 조기에
상의합니다.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자녀와
상의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만듭니다. 참조
학부모용 빠른 정보: 섹스팅의 위험성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 교육
• 스크린 시간과 활동적인 시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습관을 개발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 Kids Help 전화 상담 서비스(1-800-668-6868)
는 24시간동안 2개 언어로 운영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익명으로 전화 상담, 웹 상담,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ids Help Phone
서비스는 매년 50만 회 이상 이용됩니다.
(KidsHelpPhone.ca)
• 성 건강 및 성적 발달에 관한 교육은
성행위를 조장하지 않으며, 사실상 성행위
관련 활동을 지연하거나 감소시킵니다.
(캐나다 성 정보 및 교육 위원회,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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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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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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하고 단체 게임에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보기
•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고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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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적인 신체 활동(예, 요가, 휠체어 바치,
하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 사춘기 인간 관계 변화 그리고 성적 건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

• 자신의 체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피트니스 계획안 및 목표
개발하기 (예, 영양, 정신 건강, 유전,
활동의 빈도 및 강도)

• 이성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행위 동의 및
성관계, 성병 및 의도하지 않은 임신 예방법
(예, 성적 활동 지연)에 관한 명확한 대화의
중요성

•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실외에서 활동할 때 발생할 만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신체 이미지와 약물 사용(예, 다이어트 약
또는 스테로이드 사용)의 관련성

운동 실력

• 괴롭힘, 희롱, 섹스팅 등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 안전한 테크놀로지 사용법, 괴롭힘과
희롱 예방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탐색과 놀이를 통해 학생은 여러 동작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습하며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학습 내용:

• 정신 건강 문제와 물질 사용 및 중독성
행위 관련 이슈 간의 연관성 (예,
테크놀로지에 의존)

• 준비하고 실행하며 끝까지 진행하는 데
필요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여러 복잡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기 (예, 상대편 팀의 공격을 피해
위장하는 법, 상대 팀 없는 쪽 네트로 볼을
던져 넣기)

• 다양한 개인적 또는 외부적 요소(예, 바쁜
일정, 알레르기, 가계 예산)가 음식 선택이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다른 음식의 효과

• 게임과 운동 경기를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여러 다양한 활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사용하기

ISBN 978-1-4606-6454-4 (Print)

ISBN 978-1-4606-6455-1 (PDF) (Korean)

© Queen’s printer for Ontario,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