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학부모님/후견인님께:

YRDSB 2020-2021 학생 및 가족 설문 조사

학생 및 가족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요크 지역 교육청은 이번 학년도

학습 경험에 대한 학생(7학년 - 12학년) 및 가족(유치원 - 12학년)의 의견을 듣고자 두

가지 설문 조사를 실행합니다.

설문 조사는 2021년 5월 26일과 6월 18일에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7-12학년의 모든

학생은 학생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유치원 - 12학년 학생의 가족은

가족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설문 조사는 완료하기까지 약

15~20분이 소요됩니다.

설문 조사는 원격 학습, 기술 및 학습 도구, 학생 참여, 안전, 차별 및 학교 폭력, 정신

건강 및 웰빙, 공평, 포용적인 학습 환경, 가족/학교 간 소통 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또한, 학습 그룹 간 학습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학생을 위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의 정체성(예: 인종, 성별)에 관한 질문도

제공됩니다.

가족 설문 조사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페르시아어, 구자라트어,

히브리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타밀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어로

온라인에서 제공됩니다.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가족 및 학생

설문 조사는 Google Read & Write와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 사본, 가족 설문 조사 번역본 및 이 이메일을 YRDSB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익명 및 기밀이 유지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는 자발적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는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 제공된 정보는 YRDSB(요크 지역 교육청) 연구 및 평가 부서 담당

직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 종료 후 연구 및 평가 부서가 제거할 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제3자 데이터 수집 도구도 응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관

및 보유는 교육청 정책 및 절차 #160.0 기록 및 정보 관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학생의 성과와 웰빙을 증진하고, 더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며 학교 및 교육청 계획에 반영됩니다. 결과는 2021년

가을에 이사진, 학교, 교육청의 각 부서 및 일반 대중과 공유됩니다.

7-12학년 학생은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메일로 통지를 받습니다. 설문

조사가 시작되면 학생은 초대장을 받고 자신의 GAPPS 학교 계정을 통하여 학생 설문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초대장을 받고 자녀의 학교에 보관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가족 설문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7-12학년의 자녀가 학생 설문 조사에 대한 초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2021년

5월 24일까지 research.services@yrdsb.ca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 설문 조사는 학생과 가족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