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는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영어, 아랍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페르시아어, 구자라트어, 히브리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타밀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YRDSB 2021~22 학생 및 가족 설문 조사
학부모/보호자 귀하,
학생과 가족의 의견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는
올학년도 학습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022 년 6 월 1~30 일 사이에
학생(7~12 학년)과 가족(유치원~12 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20 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는 다음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 학습 모델, 기술 및 학습 도구
● 참여 및 학습
● 가족/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체 참여
● 행복 및 정신 건강
● 친구 및 직원과의 관계
● 안전, 차별 및 괴롭힘
● 공정하고 포용적 학습 환경
● 학생 정체성
학생의 정체성(예: 인종 및 성별)에 관한 질문은 학생 집단 간 학습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2022~23 학년도에 교육 위원, 학교, 위원회
부서 및 일반 대중과 공유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학생 정신 건강 및 행복에 관해 중요한 정보 제공
● 체계적 장애 요소를 식별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학습 및 작업 환경을
조성

● 모두가 자신이 중요하고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포용적이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우선 순위 설정 및 리소스 개발
가족 설문 조사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페르시아어, 구자라트어,
히브리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타밀어, 터키어, 우르두어 및 베트남어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여러 가지 예외적 상황에 있는 참가자를 수용하기 위해, 가족 및 학생 설문 조사 모두
Google Read & Write 와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의 질문은 스크린 리더와 호환됩니다. 참조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가족 설문
조사의 사본이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설문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즉 학생과 가족은 이름을
입력하도록 요구 받지 않으며 개별 응답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는 자발적이며
응답자는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 제공된 정보는 YRDSB 의 Research and Assessment Services(연구 및
평가 서비스) 부서 직원만 볼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가 종료된 후 Research and
Assessment Services 에서 응답을 삭제할 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제삼자 데이터 수집
도구에서도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위원회 정책 및 절차 #160.0 기록 및 정보
관리에 따라 저장 및 유지됩니다.
7~12 학년 학생은 GAPPS 학교 계정으로 학생 설문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이메일 초대를
받게 되며, 6 월 1 일과 6 월 30 일 사이 수업 중에 설문 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귀하의 7~12 학년 자녀가 설문 조사 초대를 받지 않기를 원하거나 설문
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2022 년 5 월 26 일까지 research.services@yrdsb.ca 에
연락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족 설문
조사를 작성해달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학생과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협력하여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