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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WELL

얼바인교육구

'BE-WELL'

Speak Up, We Care

이란 무엇일까요 ?

뉴스레터

학부모 챌런지

프로그램은 인생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인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 웰빙을 형성하는 자원에 대한 인식, 접근 및 이번 주 적어도 하나의
사용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제인, "Be- 아웃도어 활동에 참여하세요 !
Well"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Speak Up We Care

#speakupwecare

웰빙의 다섯 가지 타입

정서적 웰빙.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연습하고, 탄력적이고, 좋은 감정
을 유발하는 능력입니다.
2. 신체적 웰빙. 건강한 식습관과 좋은 운동 습관을 통해 몸의 기능을 향
상시키는 능력입니다.
3. 관계적 웰빙.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외
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
다.
4. 일터에서 웰빙. 직업적인 의미, 행복, 풍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
익, 가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5. 사회적 웰빙. 번영하는 공동체, 문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

WELLNESS APPS
@themindfulnessapp
@childmind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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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위한 자기 관리 -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
게 당신을 더 나은 부모로 만드는가

진심을 다해 사는 것은 가
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이 말은
아침에 일어나 ‘ 오늘 얼마만
큼 해내고 , 얼마만큼 못해내
는 가에 상관없이 , 나 자체
로 충분하다 ’ 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와 연민 , 그리고
연대를 길러나가는 것을 의
미합니다 . 그것은 잠자리에
들며 ‘ 그래 , 나는 불완전하
고 , 약하며 , 때로는 겁이 나
지만 ,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한 용기있고 , 사랑받을 만
하고 소속될 가치가 있는 존
신체 활동의 유익
재라는 진실을 바꾸지는 않
것입니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폐 기능 향상, 튼 아 . ’ 라고 생각하는
다”
튼한 뼈와 근육 형성, 체중 조절, 불안과 우울증 증상 감소, 그
리고 다음과 같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브린 브라운
심장병
암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비만

"

STUDENT CORNER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상담 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 아래 옵션을 살펴보세요 !
Care Solace
Optimistic Household
(password: iusdhappy!)
Irvine Family Resource
Center
Trusted Adult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