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아이를 돌보는 모든 분들께:  
 
4 ~ 6 학년 학생들, 부모/보호자 및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 환경 설문 조사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촉진하지 위해 토론토 학교 위원회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DSB) 의 

노력의 일환으로, TDSB는최소 2년에 한번 학생, 학부모, 보호자, 교직원의 학교 환경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봄 (2014년 3월에서 6월까지)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보호인들은 학교 환경 설문 조사의 대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설문 조사는 학교 내의 안전, 교육 지원, 대인 관계, 학교 환경, 학생들의 배경 등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됩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학교와 TDSB에서 긍정직인 학교 분위기를 촉진하고 모든 학교 내의 괴롭힘/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설문 조사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저희 웹싸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요. http://www.tdsb.on.ca/elementaryschool/caringsafeschools/schoolclimatesurvey.aspx   
 
학교 환경 설문 조사는 자발적이고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름, IP 주소, 자녀의 이름, 학생ID와 같이 당신을 

신분을 밝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모든 설문 조사의 응답들은TDSB의 연구 부서로 직접 전송됩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계획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설문 결과는 참가자의 기밀을 보호하는 형태로 표시되며, 학교에 있는 그 

누구도 개별 응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학생 설문 조사: 

4 ~ 6학년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 설문 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설문 조사 완료는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필요시, 번역된 

설문조사도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자녀가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괴롭힘/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이 양식의 가장 아랫 부분을 작성, 완료하신 후, 자녀의 교사에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에서                                     까지 학생 설문 조사를 진행/관리할 것입니다.  
 
부모/보호인 설문 조사: 

                                                                      학생들의 모든 부모/보호인들을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평등 교육과 따돌림/괴롬힘에 

관한 부모/보호인 설문 조사에 초대합니다. 학부모 설문 조사는www.schoolclimate.ca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시려면 저희 학교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학교 코드:                                          . 학부모 설문 조사는 종이 

설문지의 경우 22개국 언어로도 제공되며 저희 학교 사무실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교장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법  Education Act, Section 170 (1)[6] 권한 하에 수집되며,오직 토론토 학교 위원회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사항은  416-394-4929 또는 research@tdsb.on.ca를 통해Academic,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4 ~ 6학년 자녀가 학교 환경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에만 아래 부분을 작성해 주십시요.  
  
나는, 이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학년에 재학 중인 나의 아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가  4 ~ 6 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TDSB 학생 학교 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보호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Da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부분을 절단하여 자녀의 교사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http://www.tdsb.on.ca/elementaryschool/caringsafeschools/schoolclimatesurvey.aspx
mailto:research@tdsb.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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