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3학년도 ‘모든 학생이 중요합니다(Every Student Counts)' 설문조사 

각 가정 귀중 

 

학생 및 가정의 의견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요크지역교육청(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은 우리의 학생 인구와 학교 공동체들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 

학생(유치원생-12학년생)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중요합니다(Every Student Counts)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학생의 성취와 안녕을 개선하고, 장벽을 식별하여 

제거하고, 더 공평하고 수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 및 학교 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이 설문조사는 다음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와 학습 

 안녕과 정신 건강 

 고등학교 강좌 경로 

 안전, 차별 및 괴롭힘 

 동료 및 교직원과의 관계 

 공평하고 수용적인 학습 환경 

 학생 정체성(인구 통계) 

저희는 여러 학생 집단마다 학습 체험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정체성(인종, 성별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023년 봄에 4-12학년생들은 학생 설문조사에 초대되어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유치원생-3학년생은 부모, 후견인 또는 돌보미와 함께 

집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초대됩니다. 유치원생-3학년생 설문지는 번역본도 

제공됩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비범성이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설문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교육청 

웹사이트에 설문지 사본이 게시됩니다. 

설문조사 참여는 자발적이고 모든 답변은 기밀로 처리되지만 익명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즉, 참여하는 학생에게 성명 등의 신분 식별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답변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보관 및 보유는 교육청 정책 및 절차 #160.0 - 기록 

및 정보 관리(Board Policy and Procedure #160.0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http://www.yrdsb.ca/escs
http://www.yrdsb.ca/escs
http://www.yrdsb.ca/boarddocs/Documents/PP-recordsandinformationmanagement-160.pdf
http://www.yrdsb.ca/boarddocs/Documents/PP-recordsandinformationmanagement-160.pdf
http://www.yrdsb.ca/boarddocs/Documents/PP-recordsandinformationmanagement-160.pdf


                                                                                       
 
 

 

교육청이 다양한 학생 집단의 필요와 학습 장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학생 및 가정에 저마다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2023-24학년도 중에 운영위원, 학교, 교육청 특정 부서, 일반 등에 공개됩니다. 

각 가정은 설문조사 개발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필요할 경우, 더 

상세한 정보가 각 가정에 제공됩니다. 

2018년에 YRDSB는 제 1차 ‘모든 학생이 중요합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이메일 

research.services@yrdsb.ca 로 문의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http://www.yrdsb.ca/escs
mailto:research.services@yrdsb.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