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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Brookline (브루클린) 가족 여러분, 

브루클린 커리큘럼 소위원회(Public Schools of Brookline Curriculum Sub-Committee)는 최근 

7학년과 8학년 건강 교육 수업에서 보건 커리큘럼을위한 미시간 모델 사용을 승인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커리큘럼은 높게 평가되며 국립 근거 기반 프로그램 및 실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7 학년과 8 학년에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약물 이용 방지 프로그램을 

가르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9-

2020 학년도 동안, 다음의 세 가지 모듈 모두를 배우게 됩니다: 1) 생명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삶: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건강과 안전, 2)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의 의지, 
및 3)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마약 및 약물 이용 방지.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일생 동안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술과 행동을 개발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건강 관리 담당 교사가 건강 

지식과 건강 습관에 대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단지 하나의 요소임을 인정합니다. 미시건 

건강 커리큘럼 모델의 성공 여부의 일부분은 부모, 보호자 및 기타 돌보는 성인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건강 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것에 관해 귀하와 이야기하도록 

권장됩니다. 함께 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은 아이들이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고 건강 위험 요소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커리큘럼을 위한 미시간 모델 사용은 미 법무부 장관실에서 받은 보조금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부금 제안서에는 PSB (브루클린 공립학교) 안내 및 임상 서비스 사무실, PSB 

(브루클린 공립학교) 학교 건강 서비스, PSB (브루클린 공립학교) 건강 교육 및 BHS (브루클린 

고등학교) 물질 인식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교육 과정을 위한 미시간 모델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17.713.5291 또는  

tina_bozeman@psbma.org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ina M. Bozeman 

Tina M. Boz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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