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GI 123은 모든 학생들이 학 
교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 
게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교사 
들을 위해 배치해 두고 있습니 

다.

“SOGI와 함께하는 교육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존
중 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모든 구성원들

의 권리가 대변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 
다.”  

비씨 주 학부모 자문 위원회

우리가 하 
는 일

Lone Tree, Thailand

SOGIeducation.org에 개제되어 있 
는 교육관련 자료들은 더욱 포용적인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비씨 
주 각 지역의 교육자들이 다른 교육자 
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 
다. 웹사이트에 개제된 모든 자료들은 
2016년에 개정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인권 선언문에 부합합니다. 

SOGI 123은 포용에 관한 메시지와 
다양한 가정 환경, 문화 그리고 성 소 
수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을 환영하 
기 위한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도 
울 수 있도록 학습 계획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웨이크린 랭리 거주 학부모 

“저나 저의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들도 많 

아요. 그 아이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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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궁금해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궁금해해 
주세요. 

SOGIEDUCATION.ORG 웹사이 

트를 방문해보세요.

협력기관

저희 SOGI123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교육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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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여지는 진다는 것은 학생 
들의 소속감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도 있고 엄 
마가 두 명인 아이도 있습니 
다. 
 
‘유치원/1학년 다양한 가 
정’같은 학습 계획안은 학생 
들이 다양한 가정환경에서 
나고 자란다는 것을 가르칩 
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 
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 
킬 수 환경에서 자랄 수 있 
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물리적 장벽 
을 겪지만 눈에 보이지 않 
는 장벽도 있습니다. 
 
‘4/5학년 성 정체성’같은 학 
습 계획안은 어느 누구라도 
고정관념의 장벽에 부딪히 
거나 놀림 받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종차별, 

여성차별, 성희롱 같은 다양한 
차별에 관해 배웁니다. 
 
‘8/9/10학년 사회정의 용 
어’같은 학습 계획안은 우리의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차별을 
보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도 다 
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 
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SOGI의 주제와 학습법은 학 
생 연령과 학교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에 적합한 수업을 하는 것 
은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가정, 장난감, 텔레비전 등을 주제로 
삼을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 
생들이 고정관념이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를 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비 
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성이 
나 성 정체성에 관한 개념은 고학년일수 
록 깊이 있게 지도 됩니다.

유치원/12학년 ‘왜 “완전 게이 같아” 같은 
말이 옳지 않은가’와 같은 학습 계획안은 
아이들이 ‘완전 게이 같아’ 같은 표현은 
포용적인 학교 분위기를 저해하므로 삼가

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서로 
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를 진정 
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차별을 저지하는 학습을 통해 존

중과 인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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