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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청 웰니스 정책
서문
뉴욕시 교육청(NYC DOE)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 가족 및 커뮤니티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적,
학업적, 발달적, 사회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학년도 내내 모든 레벨과 모든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지원적이며 건강을 장려하는 학습 환경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수업 전, 수업 중 및 방과 후 영양과 신체 활동이 긍정적 학생 성취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 연방 농무부(USDA)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 학생 참여는 더
높은 학교 성적과 표준화 시험 점수, 더 낮은 결석률 및 더 높은 인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1,2,3,4,5,6,7 반대로 과일, 채소 및 유제품 등 특정 음식을 적정 수준 이하로 섭취하는 것은
학생들의 낮은 성적과 관련이 있습니다.8,9,10 또한 활동적인 등하교, 쉬는 시간(recess), 신체 활동
휴식시간(break), 양질의 체육 교육 및 특별 활동 등을 통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학생들은 학업적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보입니다.11,12,13,14
이 정책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체 및 보건 교육과 모든 학생들이 상업적 방해가 최소화된 학교 생활 중
건강한 품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뉴욕시 교육청의 접근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학생들은 뉴욕주 요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체육 교육을 받고 학교 수업 전, 중 및 후 신체활동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평생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과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 보건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환경 안팎에서 제공되는 보건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연방 및 뉴욕주 영양 표준에 부합하여 학교 캠퍼스에서 비용이 변제되는 학교 급식 및
기타 음식을 통해 학교 일과 중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는 엄격한 영양 표준에 부합합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 및 영양적 필요에 부합하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 방과후 스낵을 포함한 전국
학교 점심식사 프로그램, 여름방학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 과일과 채소 스낵 프로그램 및
저녁식사를 포함한 아동 및 성인 케어 급식 프로그램 포함)에 참여합니다.
학교는 영양 및 신체 활동 장려 및 학생 웰니스 장려 활동에 참여합니다.
커뮤니티는 뉴욕시 교육청의 활동을 지원하요 학교와 주변 환경의 연결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평생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 부서들은 정책 및 설정된 목표와 목적의 관리, 감독, 수행,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을
조정합니다.

정책은 모든 뉴욕시 교육청 학생, 교직원 및 공립 학교에 적용됩니다.
뉴욕시 웰니스 정책은 조율된 학교 보건(Coordinated School Health: CSH) 접근의 확대 및 갱신인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의 완전한 학교, 완전한 커뮤니티, 완전한 아동(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WSCC) 모델에 추천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종합합니다. 뉴욕시 교육청 운영부의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은 학교 및 커뮤니티가 각 지역과 관련된 연방, 뉴욕주 및 지역의 필수 요건 및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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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규정하는 더욱 응집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담당실 및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체육
영양
보건
학교
기타

교육 및 신체 활동
교육을 포함한 종합 보건 교육
서비스
급식 및 영양 장려
웰니스 장려 프로그램

현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웰니스 정책 검토 위원회는 체육교육/활동 및 종합 보건 교육에 집중하는
소위원회와 함께 2017 년 1 월 소집되어 뉴욕주 요건과 증거에 기반한 전국적 추천에 맞추어 뉴욕시 학교
커뮤니티의 관점을 규정하기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종합 웰니스 정책은 전략적 목표 증진을 도모합니다:
 필수 체육 및 보건 교육과 학생 성취에 필요한 주요 학업 과목 강조
 담당실, 부서, 에이전시 및 학교 간의 조정 향상 및 이해 조성
 각종 규정 준수 수준을 설정하는 공공 학교-수준 보고 데이터 강조
 지속 가능성 조성

I. 운영
학군 웰니스 어드바이저리 위원회: 역할 및 구성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Office of School Wellness Programs)은 1 년에 최소 4 회 모여 뉴욕시
웰니스 정책(“웰니스 정책”)의 개발, 이행 및 정기 검토 및 갱신을 추천, 검토 및 지원하는 뉴욕시 정책
대표 학군 웰니스 어드바이저리 위원회(“어드바이저리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어드바이저리 위원회 위원은 모든 학교 레벨(9 초등하교 및 중등학교)를 대표하고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위원을 포함하며 이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학부모 및 양육자, 학생, 스쿨푸드 대표(예: 영양 디렉터),
체육 교사, 보건 교육 교사, 학교 웰니스 위원회 옹호자, 학교 보건 전문가/담당자(예: 양호교사, 의사,
치과의사, 보건 교육자 및 학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보건 담당자 등), 정신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예: 학교 카운슬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또는 정신과 의사), 학교 행정담당(예:
수퍼인텐던트, 교장) 및 기타 커뮤니티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어드바이저리 위원회는 뉴욕시 학교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포함하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웰니스 위원회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교 웰니스 위원회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강력히 권고됩니다. 학교 웰니스
위원회는 학교 리더십 팀 및 교장의 자문 팀으로 활동하며 뉴욕시 웰니스 정책 실행을 검토 및 지원하고
학교 웰니스 포털의 학교 웰니스 점수표를 사용하여 학교 환경의 웰니스를 평가하며 교내 웰니스
이니셔티브(예: 신체 활동 프로그램, 건강한 기금 모금, 비음식 기념 행사 및 시상)의 일부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종합 교육 계획의 학업 목표를 지원합니다. 학교 웰니스 위원회는 매년 웰니스 관련
정책을 알려 모든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정책 지침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웰니스
위원회 운영 및 정책 이행의 최종 책임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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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청 리더십
뉴욕시 교육청 운영부(Division of Operation) 산하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의 임원 팀은
어드바이저리 위원회를 소집하여 체육 및 보건 교육과 기타 웰니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웰니스 정책을
개발하고 갱신하도록 합니다. 스쿨푸드 및 학교 보건 리더십과 조율하여 정책의 서비스 관련 부분을
갱신하며 각 담당실의 리더가 담당 분야의 책임 요건에 책임을 집니다. 교육 및 학습부(Di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산하 학업 정책 및 시스템 담당실(Office of Academic Policy and Systems)은
체육 및 보건 교육과 관련된 학업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와 관련 학업 정책을 감독합니다. 규정 준수
서비스 담당실(Office of Compliance Services)은 뉴욕시 교육청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의 일환으로
학교, 수퍼인텐던트, 현장 지원 센터와 적절한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뉴욕시의회 법률에 따라 교육 및
보건 교육 조항은 뉴욕시 오픈 데이터(NYC OpenDat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성명, 직위, 연락 정보:
성명
Lindsey Harr 및
Alice Goodman

직위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 수석 디렉터 및
부수석 디렉터
스쿨푸드 담당실 부수석
디렉터

이메일 주소
lharr@schools.nyc.gov
agoodman@schools.nyc.gov

Dr. Roger Platt

학교 보건 담당실 CEO

rplatt@health.nyc.gov

Katie Hansen

학업 정책 및 시스템 담당실
수석 디렉터

khansen5@schools.nyc.gov

Arnold Ali

규정 준수 서비스 담당실
수석 디렉터

aali@schools.nyc.gov

Armando Taddei

ataddei@schools.nyc.gov

II. 웰니스 정책 이행, 모니터, 책임 및 커뮤니티 참여
실행 계획
각 학교에서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웰니스 정책의 교육적 부분의 준수를 확실시 합니다. 수퍼인텐던트는
교장이 학교에 강력하고 규정에 맞는 학업 지침을 제공하고 학습 제공에 대한 가정 및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학교장을 감독합니다. 현장 지원 센터 담당자는 학교에 학년별 학업 정책 안내서에 규정된
학습 필수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스쿨푸드
요건(예: 교육감 규정 A-812) 및 해당되는 경우 보건 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와 각 학교가 적절한 뉴욕시
교육청 매니저에게 운영 규정 준수를 보고하도록 확인합니다. 또한 스쿨푸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보건 당국, 커뮤니티 옹호 단체 및 교육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학생의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 및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학생 수용을 평가하고
장려합니다.
USDA 인증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사이클 메뉴 및 스낵 프로그램이 연방, 뉴욕주 및
지역 영양 정책 및 표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합니다.
무작위로 메뉴 아이템을 수집, 분석 및 평가하여 스쿨푸드 세부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뉴욕주 및 연방 당국의 감사 및 검토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스쿨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에서는 체육 및 보건 교육, 신체 활동, 학교 기반 행동 계획 및 학교 웰니스
위원회 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웰니스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지도, 리소스 및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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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교 웰니스 위원회를 학교 웰니스 포털에 등록하고 학교 웰니스
점수표를 작성하여 이행을 조성하고 리소스와 정보에 학교를 연계하는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 웰니스 포털은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뉴욕시
교육청
다음을







교육청 본청 담당실(예: 학업 정책, 규정 준수, 스쿨푸드,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등)은 뉴욕시
중앙 컴퓨터 네트워크에 웰니스 정책 요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기록을 보관할 것입니다. 문서는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면 웰니스 정책
다음을 포함한 커뮤니티 참여 요건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1) 필수 이해 관계자 그룹의
어드바이저리 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노력 (2) 이 그룹의 웰니스 정책 개발, 이행,
정기 검토 및 갱신 참여
연례 학교 수준의 체육 교육 및 보건 교육 진척 보고서 (뉴욕시의회 법률에 따릅니다.)
3 년에 한번 관할 각 학교 정책에 대한 진척 평가 관련 문서
다음을 포함한 공공 안내 요건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1) 웰니스 정책, 연례 진척 보고서,
3 년에 1 번 평가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2) 웰니스 정책 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정에
알리려는 노력

또한 학생들의 학업 프로그램 및 결과는 학생 성적 증명서 및 학업 보고 시스템(STARS)과 같은 뉴욕시
교육청의 공식 데이터 기록 시스템에 수집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데이터는 또한 체육 및 보건 교육
관련 뉴욕주 및 뉴욕시 학업 정책에 대한 학교의 이행을 반영합니다. STARS 는 뉴욕시 교육청의 학업
정책 및 시스템 담당실에서 관리합니다.

연례 진척 보고서
학군 웰니스 어드바이저리 위원회는 웰니스 정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고 뉴욕시 교육청의
전반적인 웰니스 목표 이행 진척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판합니다. 이 연례
보고서는 매년 같은 시기인 3 월경에 출판되며 사용 가능한 전 학년도의 뉴욕시 학교 수준의 데이터를
종합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웰니스 정책 및/또는 대중이 웰니스 정책의 사본을 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웰니스 정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뉴욕시의 진척 서술
 웰니스 정책 이행과 관련된 학교 및/또는 뉴욕시 행사 또는 활동 하이라이트
 섹션 I 에 명시된 담당 뉴욕시 교육청 정책 리더의 이름 및 직위
 개인 및 대중이 학교 웰니스 노력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연례 보고서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 10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3 년에 1 회 진척 평가
최소 3 년에 1 회 조율하는 본청 담당실은 뉴욕시 교육청의 관할 학교가 얼마나 웰니스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포함한 뉴욕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웰니스 정책의 진척을 평가하고 뉴욕시 교육청 웰니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3 년에 1 회 평가의 관리 책임자는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및 커뮤니티 개발 시니어 디렉터인 Jeremy Walter 이며 연락처는
jwalter2@schools.nyc.gov 입니다. 3 년에 1 회 진척 보고서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 10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정책의 수정 및 갱신
학군 웰니스 어드바이저리 위원회는 연례 진척 보고서 및 3 년에 1 회 평가의 결과 및/또는 뉴욕시
교육청의 우선순위 변경, 커뮤니티 필요의 변화, 웰니스 목표 충족, 새로운 보건 과학, 정보,
테크노롤지의 출현, 새로운 연방 또는 뉴욕주 지침 또는 표준 발표에 따라 웰니스 정책을 갱신 또는
수정할 것입니다. 웰니스 정책은 3 년에 1 회 평가에 따라 최소 3 년마다 한번 평가되고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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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참여, 아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
뉴욕시 교육청은 커뮤니티의 참여에 호응하며 웰니스 정책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군 웰니스 어드바이저리 위원회 등의 대표가 웰니스 정책의 개발, 이행, 정기 검토 및 갱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변경 사항, 학교 급식 표준의 규정 준수,
아동 영양 프로그램 제공여부 및 학교 영양 표준을 준수하는 스마트 스낵 신청 방법 및 설명을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공지나 이메일 등 전자
소통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학부모님이 웰니스 정책의 내용, 이행, 갱신과 정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능동적으로 연락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례 및
3 년에 1 회 보고서에 대해 커뮤니티에 알릴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통신이 커뮤니티의 문화 및
언어에 적절하며 학군 및 개별 학교가 다른 주요 학교 정보를 안내할 때 사용하는 다른 방법과 비슷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최소 매년 웰니스 정책의 내용 및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III. 체육 교육 및 신체 활동
체육
체육(PE) 수업은 균형 잡힌 아동 교육의 필수 요소입니다. PE 학생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평생 건강한 습관을 가지기 위한 스킬에 대해 배웁니다.
체육 교육은 학교에서 집중하고 평생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받아야
마땅한 학업 과목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반드시 뉴욕주 교육부 법 803 조와 커미셔너 규정 135 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체육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 커미셔너 규정 파트
135.4 에 따르면 모든 뉴욕시 교육청 학교는 반드시 유치원-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년에서
학업 학습 표준에 따라 학습적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체육 프로그램은 상세한 학습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모든 유치원-12 학년 학생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연속적인 체육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치원-12 학년 체육 교육 범위 및 연속 과정을
2017-18 학년도에 출판할 것입니다.
직원 구성: 뉴욕주 규정은 초등학교를 지도하는 각 학교에 최소 1 명의 PE 자격 교사가 있도록
규정합니다. 뉴욕주 커미셔너 규정 135.4 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 학급 담임교사는 초등학교의 PE 과목
인증을 가진 교사의 지도 하에 수업을 제공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은 반드시 PE 과목
인증을 가진 교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체육은 PE 과목 인증을 가진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지도하도록 강력 추천합니다.
뉴욕주 뇌진탕 관리 및 인식 법안에 따라 모든 체육 교사 및 코치는 반드시 2 년마다 뇌진탕 대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 뇌진탕 대처 훈련 및 확인 정보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학생 참여: 모든 학생에게 체육 교육 수업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공평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고 체육 수업 및 기구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입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라 체육 교육 수업 포기, 면제 또는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K 및 프리-K 프로그램
 뉴욕주는 PE 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은 적절한 움직임, 보건 및 체육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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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치원-5 학년 학생이 매주 최소 120 분의 PE 에 참여하도록 명시한
뉴욕주 규정에 따라 체육 교육을 받습니다.
o 유치원-3 학년 학생들은 매일 PE 에 참여합니다.
o 4-5 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3 회 이상 PE 에 참여합니다. 유치원-8 학년 및 유치원-12 학년
학교에서 6 학년은 4 학년 및 5 학년 요건을 따릅니다.
초등학교가 횟수 및 시간 요건을 충족하고 교실을 활동적인 학습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뉴욕시는 뉴욕시 교실 내 신체 활동 프로그램인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위한 연수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초등학교 교사가 뉴욕주 체육 교육(PE) 표준을 과목별 학습 표준과 통합하여
10 분간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돕습니다. PE 과목 인증 또는 지정 교사가 지도하는 종합 P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최소 85 퍼센트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프로그램에 대해 훈련하고 학교
일과의 정기적인 부분으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시행하면 개선을 위한 움직임 올스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올스타 학교는 기존의 PE 프로그램을 보충하고 필수 PE 120 분을 충족하기 위해 학급 내 학습
시간 중 최대 일주일에 40 분을 개선을 위한 움직임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뉴욕주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매년 PE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o 6-8 학년 학생들은 매 학기 일주일에 90 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의 PE 에 참여하여 학기
당 총 27 시간의 PE 를 합니다.
o 학교는 전통적인 3/2 모델(한 학기는 주 3 회, 한 학기는 주 2 회 PE)를 따르거나 다른
패턴으로 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4 학점의 PE 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규정 필수 요건:
o 9-12 학년 학생은 매일 PE 수업이 있으며 7 주간 최소 180 분의 PE 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는
o 학생들은 매 텀마다 일주일에 최소 90 분 PE 수업을 받으며 한 학기는 일주일에 3 교시, 다음
학기에는 일주일에 2 교시(3/2 모델) 또는 비슷한 시간을 다른 패턴으로 분배하여 스케줄
됩니다.
뉴욕시의 체육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자격을 가진 유치원-12 학년에게 필수이며 각 학생의 범주 별
리포팅을 사용하는 뉴욕시 피트니스그램을 통한 개별 평가를 통해 신체 건강을 장려합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의 연례 뉴욕시 피트니스그램을 NYC 학교 계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아동 및 청소년은 매일 60 분간 신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체육 교육과 함께 학생의 신체 활동의 상당
부분은 교실 내 신체 활동, 쉬는 시간, 활동적인 등교, 학교수업 이외의 활동 등 학교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이러한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활동의 기회가 체육 수업(위 섹션에 “체육 교육”으로 명시)의 대신이 아니라 추가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신체적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치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가졌을 때
더 집중을 잘하고 학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뉴욕시 교육청은 교사가 짧은(3-5 분)
신체 활동을 위한 휴식을 수업 중 또는 사이에 제공하도록 추천합니다. 신체 활동 휴식시간은 체육 수업,
쉬는 시간 및/또는 수업 전환 시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 휴식시간을 실행하기 위한 리소스 및 아이디어는 USDA 및 더 건강한 세대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a Healthier Generation)에서 볼 수 있습니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Wellness Policy, 2017 — 6
T&I-27310 (Korean)

학교 일과 중 신체 활동은(쉬는 시간, 신체 활동 휴식시간 또는 체육을 포함하며 한정되지 않음)은 어떠한
이유로도 징계로 제외되거나 어떤 이유로도 징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참가에 특정 규칙과 요건이
있는 학교 밖 활동 또는 학교 스포츠 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초등학교): 뉴욕시 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년도 중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최소 20 분의
쉬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장하며 학교가 아동의 건강과 웰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쉬는 시간 계획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쉬는 시간은 식사시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학교는 학생들이 최소
20 분간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라 쉬는 시간은 체육 교육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 교육 수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 모니터 또는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장려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과 함께 신체적 활동에 참가하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운동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활동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눈이
오거나 놀이터에 얼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복장을 한 어린이들은 낮은 온도에도 밖에서
놀아야 합니다.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은 학교장이 대부분의 겨울에도 야외 활동을 유지하도록
장려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반드시 실내 쉬는 시간을 제공해야 할 때는 교사 및 직원은
학생들이 가능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실내 쉬는 시간 계획을 개발하여 따라야 합니다. 쉬는 시간 추천
및 리소스는 질병 관리 예방 센터 및 SHAPE 아메리카에서 제공합니다.
방과 전 및 후 활동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수업 전
및/또는 후에 신체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HAMPS 스포츠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립학교 체육 리그(PSAL) 프로그램(고등학교), 학교 웰니스 위원회 그랜트 기금으로
운영되는 활동 및 뉴욕시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등 뉴욕주 뇌진탕 관리 및 인식 법안에 따라
공립학교 체육 리그 및 CHAMPS 코치를 포함한 모든 코치는 2 년마다 반드시 뇌진탕 대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 뇌진탕 대처 훈련 및 확인 정보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액티브 디자인: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 교직원, 커뮤니티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신체 활동을
도모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 지도를 위한 두가지 리소스를 추천합니다:
 학교를 위한 액티브 디자인 툴킷은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 뉴욕시 교육청, 뉴욕시 교통청과
협력하여 더 건강한 뉴욕시(Healthier New York City)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미화, 건강한 음식 및 음료 선택, 학교 환경으로의 활동적인 통학 등을
접목한 사례와 전략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조기 아동 환경을 위한 액티브 디자인 플레이북은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의 디자인을 통한
건강한 생활 유닛이 개발하였으며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에서 기금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건강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협력 합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조기 아동 센터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적인 놀이와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IV. 종합 보건 교육
보건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돌보고 건강한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인생에서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목표 설정,
자기 대변, 커뮤니케이션, 결정, 영향 평가, 리소스 이용, 건강을 향상시키는 습관 등 중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반드시 뉴욕주 교육부 법 804 조와 커미셔너 규정 135 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건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 커미셔너 규정 파트 135.3 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은 의료적으로 정확하고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하며 문화적으로 포괄적인 표준 기반 종합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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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존중 받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 학교들은 담배, 알콜, 약물 남용, 건강한 식생활/영양, 정신 및 감정적 건강, 개인 보건 및 웰니스,
신체 활동, 안전 및 부상 예방, 폭력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종합적 보건 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스킬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중등 수준의 보건 교육은 반드시 LGBTQ 를 포괄하는 성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스쿨푸드 시식, 학교 정원 및 Garden to Cafe 활동, 커뮤니티 파머스 마켓, 학교 웰니스
위원회 건강한 요리/시식 행사 등 학교 내 및 주변의 영양 촉진 행사 및 활동은 종합 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영양 교육 수업으로 언급되거나 조정되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모든 유치원-12 학년 학생들이 HIV/AIDS 의 본질, 전염 경로, 예방법 등에 대해 매년 특정
횟수의 수업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학부모는 금욕 교육을 포함하지 않은 피임법 및/또는 성매개 감염에 대한 “예방”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HIV 수업 및 특정 성 보건 교육 수업에 대한 부모 안내 및 참여 제외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반시 매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6 학년의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매년 뉴욕시 HIV/AIDS 교과과정에서 5 회의 HIV/AIDS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 교육 인증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보건 교육 및 HIV/AIDS 수업을 지도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54 시간 종합 보건 교육 과목 1 개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성 보건 교육이 종합 보건 교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보건 교육이 6 학년 또는
7 학년에 제공되도록 강력 권장합니다.
o 학부모는 예방 방법에 대한 특정 성 보건 교육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매년 뉴욕시 교육청 HIV/AIDS 교과과정에서 HIV/AIDS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학년은 연간 5 회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7 학년 및 8 학년은 연간 6 회의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규정은 보건 교육 인증 교사가 보건 교육을 지도하도록 규정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54 시간의 1 학점 보건 교육 과목 1 개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 교육 1 학점은 졸업 요건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성 보건 교육이 종합 보건 교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보건 교육이 9 학년 또는
10 학년에 제공되도록 강력 권장합니다.
o 학부모는 예방 방법에 대한 특정 성 보건 교육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o 콘돔 사용 시연은 고등학교 보건 교육 수업에서 사용됩니다.
9-12 학년의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매년 뉴욕시 HIV/AIDS 교과과정에서 6 회의 HIV/AIDS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규정은 보건 교육 인증 교사가 보건 교육을 지도하도록 규정합니다.

종합 보건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 감정적 학습 스킬 및 회복력 개발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관계, 건강에 대한 지식을 도모합니다. 학교가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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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리서치 기반의 추천 교과과정을 초, 중, 고등학교 수준에 제공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연중 무료
연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가 다른 보건 교육 교과과정을 선택한다면 전미 보건 교육 표준과 전미
성교육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반드시 뉴욕주 및 지역 보건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교가 연령에 적합한 스킬 기반의 연속적인 보건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치원-12 학년 보건 교육 범위 및 연속 과정을 2017-18 학년도에 출판할 것입니다.

V. 보건 서비스
아이들이 건강할 때 가장 잘 학습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내 보건
서비스는 기본 보건 케어 서비스 이용 및/또는 소개 제공, 종합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 학교 수업 시간 중
만성 질환 관리,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응급 케어 제공, 전염병 확인, 모든 학생이 발달에 적합한 주요
리소스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행 및 시스템 시행 등을 통해 학습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의 웰빙 및 학업적 성공을 위해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내 양호교사, 의사 및 보건 교육자
학교 보건 센터
정신 보건 프로그램, 시력 검사, 치아 검사, 생식 보건 서비스

뉴욕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제공되는 보건 서비스 참여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보건 리소스를 이용하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분야, 특히 보건 교육과 보건 서비스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도록
장려합니다. 학교 양호교사, 학교 보건 센터 직원 및 기타 직원은 학교 웰니스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학교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콘돔 제공 프로그램(CAP)
뉴욕시 교육청 HIV/AIDS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 커미셔너 규정 135.3 (c) (2-ii)에 따라
뉴욕시 고등학교는 반드시 훈련된 직원이 9-12 학년 학생들에게 무료 콘돔, 보건 정보 및 보건 소개를
제공하는 보건 리소스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은 무료 CAP 연수를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며 콘돔 및 보건 정보 자료도 제공합니다.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콘돔을
받는 것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은 보건 서비스 정보 및 소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고등학교 CAP 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 1 인의 훈련을 받은 남성 직원 및 1 명의 훈련을 받은 여성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학년도 중 최소 1 주일에 10 교시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보건 리소스실 운영 시간과 장소가 학생 안내문 및 포스터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명확히 공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학생이 등록하면 학부모에게 학부모 제외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외된 모든 학생의 명단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명단을 모든 CAP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외 명단의 학생은 ID 번호로만 표시되며 이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건 소개를 제공합니다.
 보건 리소스실이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포괄적인 장소가 되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VI. 학교 급식 영양 및 장려
좋은 영양은 우수한 교육에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때 수업 중 집중력과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스쿨푸드는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두뇌에 영양소가 되는 영양가 있고 완전한
식사를 매일 제공합니다. 학교는 런치룸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공지, 뉴스레터, 커뮤니티 미팅,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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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일환으로 강조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선택의 가치와 혜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스쿨푸드에서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BP), 전국 학교 런치 프로그램(NSLP), 방과후 스낵 및 저녁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식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릅니다:










지역, 주 및 연방의 변제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방 함유량을 제한합니다:
o 총 지방은 한 주간의 총 칼로리의 30 퍼센트를 넘지 않습니다.
o 포화지방은 한 주간의 총 칼로리의 10 퍼센트를 넘지 않습니다.
목표 나트륨 양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다양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도록 제공하고 장려합니다.
식물성 주식을 포함하도록 제공하고 장려합니다.
계절 및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메뉴에 포함합니다.
카페테리아에 냉장 식수대를 비치합니다.
세 종류의 우유를 제공합니다:
o 저지방(1%)
o 무지방
o 무지방 초콜릿 우유
o 예외: 특정 학생들은 지방을 빼지 않은 전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푸드는 계속해서 학교 메뉴에서 제공되는 제품에 성장하는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금지할
것입니다.
월간 메뉴는 학교 식당 및 뉴욕시 교육청 스쿨푸드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일일 메뉴
품목의 영양 성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메뉴 정보 및 음식 리뷰 옵션이 제공되는 전화기 용 모바일 앱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학생들의 영양적 필요를 충족하고 건강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쿨푸드는 학생들이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아침식사는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건강한 식사로 학교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실 내 아침 급식이 계속해서 모든 뉴욕시
초등학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점심
스쿨푸드는 학생들에게 영양 표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런치 메뉴를 제공하고 학생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건강한 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 및 메뉴 품목은 건강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선택인지 평가받습니다. 평가 방법:
 스쿨푸드 직원 및 스쿨푸드 테스트 키친의 학생이 평가합니다.
 메뉴 메트릭 데이터, 모바일 앱 설문조사, 학교 파트너십 미팅 등을 바탕으로 호 불호를
검토합니다.
 품목을 선별된 학교에서 시험하고 폭넓게 마케팅 하기 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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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음식: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 및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 이외에 판매/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경쟁적 음식”은 자동판매기, 단품 스낵, 학교 매점, 학교 기금 모금 행사, 학교 키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음식 및 음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음식 및 음료는 경쟁적 음식에 대한 교육감
규정(CR A-812)이 관장합니다.
2010 년 2 월부터 뉴욕시 교육청 스쿨푸드 지침을 충족하는 음식 및 음료만이 학교 수업 시간 중 판매를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스쿨푸드 목록은 연방 및/또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쿨푸드 승인 스낵 제품, 재료, 제공량 및 기타 정보는 뉴욕시 교육청 스쿨푸드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음료 표준

초등학교(유치원-5 학년, 유치원-8 학년 및 유치원-12 학년 지도)
자판기 위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허용되는 제품

칼로리 제한

물
인공 조미료 또는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저칼로리 음료

제공량 제한

해당되지 않음

없음

8 oz 당 10 칼로리

없음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 기타 천연 비영양성 또는 초저칼로리 감미료(스테비아, 에리트리톨 등),
인공 조미료 또는 인공 색소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탄산 또는 카페인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학교(6-8 학년 및 6-12 학년 지도)
자판기 위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허용되는 제품

칼로리 제한

물
인공 조미료 또는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저칼로리 음료

제공량 제한

해당되지 않음

없음

8 oz 당 10 칼로리

없음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 기타 천연 비영양성 또는 초저칼로리 감미료(스테비아, 에리트리톨 등),
인공 조미료 또는 인공 색소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카페인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탄산 제품은 허용됩니다.



칼로리 정보는 반드시 각 음료 포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에 고칼로리 음료 광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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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9-12 학년 지도)
자판기 위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허용되는 제품

칼로리 제한

물
인공 조미료 또는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저칼로리 음료

제공량 제한

해당되지 않음

없음

8 oz 당 25 칼로리

없음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 기타 천연 비영양성 또는 초저칼로리 감미료(스테비아, 에리트리톨 등),
인공 조미료 또는 인공 색소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카페인 및 탄산 제품이 허용됩니다.



칼로리 정보는 반드시 각 음료 포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에 고칼로리 음료 광고는 금지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의 음료 표준
(예: 교사 휴게실, 행정 사무실 등)
행정 사무실 및 교사들이 이용하는 공간(예: 교사 휴게실 및 기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의 자동
판매기는 뉴욕시 성인 대상 음료 자동 판매기 표준을 따르며 뉴욕시는 이 표준을 임의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스낵 표준
음식 및 스낵 품목 판매 지침: 스쿨푸드의 목표는 학생들이 스낵의 총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및
나트륨 함유량을 줄이거나 없애 건강한 식습관 개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스낵 자동 판매기는
유아원(PK)에서 5 학년을 지도하는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기 표준 참고).
다양한 인기있는 스낵 품목이 향상된 영양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경쟁적 음식에 대한
교육감 규정(CR A-812)은 음식 및 스낵 품목 판매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승인된 품목의 학생 기금 모금을 위한 판매 는 카페테리아 밖에서 학교 일과 중 허용됩니다(교육감 규정
A-812, 섹션 I, 문단 G).
학생 및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스낵 자동판매기(중학교 및 고등학교만 해당)
모든 제품은 반드시 일인용 포장이어야 합니다.
제품은 인공 및 비영양성 감미료를 함유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의 일회 제공량 당 200 칼로리 이상을 함유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에 200mg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의 포화 지방 함유량은 총 칼로리의 10 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총 칼로리 중 지방 함유량은 35 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견과류 및 견과류 버터는 제외).
말린 과일과 견과류 혼합 제품은 총 지방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의 일회 제공량 당 트랜스 지방은 0.5g 이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총 칼로리 중 첨가당의 칼로리는 35 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첨가당이 없는 과일 제품은
제외).
곡물 제품에는 반드시 일회 제공량 당 최소 2g 의 섬유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허용됩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반드시 4oz 당 15g 이하의 설탕이 함유 되어야 하며 인공 조미료 또는 감미료가
들어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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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품목: 오직 허용된 품목만 주중 학교 일과 시작부터 오후 6 시까지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 동안 자동
판매기, 학교 매점 및/또는 학교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될 수 있으며 유일한 예외 사항은
PA/PTA 기금 모금 행사로 제한됩니다(교육감 규정 A-812, 섹션 I, 문단 H).
금지 물품: 다음 품목은 주중 학교 일과 시작부터 오후 6 시까지 자동 판매기, 학교 매점, 학생 기금 모금
및/또는 기타 학교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될 수 없습니다:
 껌
 캔디(하드 캔디, 젤리, 껌, 마쉬멜로우 캔디, 폰단트, 리커리스, 스펀 캔디, 캔디 팝콘 포함)
 과일 또는 과일 주스가 함유되지 않은 빙과
 인공 감미료
뉴욕시 교육청 범주에 부합하는 스낵 목록은 뉴욕시 교육청 스쿨푸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812 를 참고하십시오.
새로운 품목을 허용 스낵 목록에 추가하도록 제안하시려면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SchoolFood,
Food Support Uni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Attn: Ivan Moreno, 44-36 Vernon Blvd – Room
412, L.I.C., NYC 11101; telephone (718) 707-4268; e-mail imoreno2@schools.nyc.gov.

영양 교육 및 장려
스쿨푸드는 학교 커뮤니티의 일원들과 효율적인 스쿨푸드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모든 뉴욕시
교육청 공립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쿨푸드는 학교장이 학생 및 학부모님을 초대하여 스쿨푸드와
학교 커뮤니티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하도록 장려합니다.
학교 웰니스 위원회는 영양 및 신체 활동 정책과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장려하고 감독하도록 스쿨푸드
파트너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학교 행정부서에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소스가
됩니다.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Office of School Wellness Programs)은 교육청이 추천하는 종합 보건
교육 교과과정을 사용하는 교사 대상 전문 학습의 기회와 체육교육 및 보건 교육 범위 및 연속 과정
자료를 통해 영양 교육을 제공하여 이러한 노력을 보완합니다.

VII. 기타 학생 웰니스 장려 활동
뉴욕시 교육청은 카페테리아, 기타 음식 및 음료 이용 장소 및 신체 활동 시설뿐 아니라 학교 전체
환경에서 웰니스 활동을 접목하도록 학교를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신체 활동, 체육
교육, 영양 및 기타 웰니스 요소들과 관련된 기타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접목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중복되지 않고 보충되도록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또한 학생의 웰빙, 최적의 발달 및 견고한 교육적
결과를 장려하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 노력합니다.

지역사회 협력관계
뉴욕시 교육청은 계속해서 커뮤니티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와 웰니스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및 새로운 커뮤니티 협력관계 및 지원 관계는 웰니스 정책 및 그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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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보건 장려 및 참여
뉴욕시
활동의
아니라
서비스

교육청은 학교가 학부모/양육자, 가족 및 일반 커뮤니티에게 학년도 중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장점과 접근에 대해 장려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학군 수준의 행사뿐
학교 지원 행사는 가족 여러분이 체육 교육, 보건 교육, 좋은 영양, 정기적인 신체 활동 및 보건
이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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