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자세한 정보나 지원을 원하시면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이메일 QEWSurvey@qed.qld.gov.au 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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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집에서의 관계 

 

참여와 웰빙에 대한 퀸즈랜드 설문조사 

왜 설문조사를 하나요? 

퀸즈랜드 교육부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웰빙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부는 웰빙과 참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참여 및 웰빙에 대한 퀸즈랜드 설문조사 (Queensland Engagement and Wellbeing. 이하, QEW)는 주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웰빙과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학생들의 웰빙과 참여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언제 실시되나요? 

매년 2학기 (Term 2) 1-4주차에 새로운 QEW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상기 기간 중에 자녀의 학교에서 내부 사정을 고려해 설문조사 실시일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웰빙, 참여 및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합니다. 

질문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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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설문조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해 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생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 그리고/혹은 

학생지원 담당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설문조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참가를 원하는지 재차 질문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QEW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 학교에 연락해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초대한다는 이메일이 학생들에게 발송될 수 있지만, 학급 비밀번호를 모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정보가 어떻게 비밀로 유지되나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Queen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퀸즈랜드 교육부) 밖에서 공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퀸즈랜드 교육부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보관할 것입니다. 정보 수집은 Educational General Provisions Act 

(2006) 및 Information Privacy Act (2009)에 의거합니다. 

우리 아이의 답변이 어떻게 보고되나요?  

학생의 답변에는 개인신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학생의 답변은 해당 학년의 결과에 

포함되어 학교로 다시 보고될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개별 학생의 답변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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