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모 의견 설문 조사 (WA 공립학교)
목표 언어 (Korean) 언어 사용자들
지침
검은색 혹은 청색 펜을 이용하여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해당되는 원을 완전하게 칠하여 답변을 표하십시오. 체크표시나 곱하기표 혹은 부분적으로 칠한 원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용납됨:

 

배제됨:





별표 (*)로 표시한 모든 질문들을 완성하십시오. 이들은 “핵심적” 질문들이며 답변은 권위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에 필수적입니다.
섹션 1

1.

성별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

남성



Male

여성

Female

이 설문조사에 답변을 할 때 자녀가 몇 학년인 것으로 고려하십니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킨더가튼

Kindergarten



7 학년

Year 7



유치원

Pre-primary



8 학년

Year 8



1 학년

Year 1



9 학년

Year 9



2 학년

Year 2



10 학년

Year 10



3 학년

Year 3



11 학년

Year 11



4 학년

Year 4



12 학년

Year 12



5 학년

Year 5



6 학년

Yea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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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3*

아래 항목에 등급을 매기십시오.

이는 필수 질문입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나의 자녀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각 항목에서 하나의 답변만 선택하십시오.

강하게 반대

반대

반대도 동의도
않음

강하게 동의

해당되지 않음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trongly agree

Not applicable



































































































































Teachers at this school expect my child to do his or her best.

이 학교의 교사들은 나의 자녀에게 학업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Teachers at this school provide my child with useful feedback about his or her school work.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Teachers at this school treat students fairly.

이 학교는 잘 유지되고 있다.
This school is well maintained.

나의 자녀가 이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My child feels safe at this school.

나는 나의 우려사항에 대해 자녀의 교사들에게 말할 수 있다.
I can talk to my child’s teachers about my concerns.

이 학교는 학생 행동을 잘 관리하고 있다.
Student behaviour is well managed at this school.

나의 자녀는 이 학교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My child likes being at this school.

이 학교는 개선 방법을 찾는다.
This school looks for ways to improve.

이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This school takes parents’ opinions seriously.

이 학교의 교사들은 자녀의 학습에 동기부여를 한다.
Teachers at this school motivate my child to learn.

나의 자녀는 이 학교에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My child is making good progress at this school.

나의 자녀의 학업 필요 사항이 이 학교에서 충족되고 있다.
My child's learning needs are being met at thi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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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와 협력한다.











강하게 동의

해당되지 않음

This school works with me to support my child's learning.

섹션 3
4*

아래 항목에 등급을 매기십시오. 이는 필수 질문입니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와 견고한 유대관계를 가진다.

각 항목에서 하나의 답변만 선택하십시오.

강하게 반대

반대

반대도 동의도
않음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Strongly agree

Not applicable





























































This school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이 학교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This school is well led.

나는 이 학교에서 성취되는 전체적인 교육 수준에 만족한다.
I am satisfied with the overall standard of education achieved at this school.

나는 이 학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I would recommend this school to others.

내 자녀의 교사들은 좋은 교사들이다.
My child’s teachers are good teachers.

이 학교의 교사들은 나의 자녀를 돌본다.
Teachers at this school care about my child.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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