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워싱턴주의 CSE(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해 알아야 할 것
2020년 초에,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은 모든 워싱톤주 공립 학교에서 성교육을
지도하는 의무적 방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실(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이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필수라고 말하는 성교육 방법에 대해 귀하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이란 무엇인가?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은 성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섹슈얼리티 교육입니다. 국제 가족계획 연맹의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을 위한 체계에서, 그 연맹은 “우리의 접근법에는 성적 표현, 성적 성취 및 성적 쾌감에 두는 중점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청소년기 섹슈얼리티의 생식 면에만 집중하는 방법론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나타냅니다.”라고 말합니다. (국제
가족계획 연맹의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을 위한 체계)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은 연령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교육감실은 교육감실에서 검토하고 연령에-적합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하다고 판정한 교육과정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고 학교는 이 리스트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실에서 이미 승인한 두 가지 프로그램들인, "FLASH" 및 "The 3R’s"은 4학년 학생들에게, 온라인 외설물의 성행을
무시하고, 몽정과 남근 크기를 온라인에서 탐구하도록 장려하는 수업과 같은 생생하고 착취적인 내용이 가득하고
(“FLASH” 4, 5 및 6학년 제12과), 7학년 학생들에게 함께-목욕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가르치며("The 3R's," 7학년), 10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빠지는 방법은 “무료이고, 항상 할 수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 줍니다(고등학교 "FLASH," 3차 에디션).

그것은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학교는 자신의 교육과정을 창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년에서 교육과정을
창제하고, 기안하며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은 대다수 교육청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대다수
교육청들은 "The 3R’s"과 같은 무료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맹점으로 인해 학부모의 기피 조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을 다른 과목들에 통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포괄적 섹슈얼리트 교육 주제를 꺼내기로 선택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자녀를 영어 또는
사회 과목 수업에 불참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실의 성 건강 담당 이사인 Laurie Dils은 다른 과목들과 융합된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 내용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 학부모들은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실에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10,200명의 응답자들 중, 58%가 학교에서의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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