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러분,
DSBN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과 수용을 느끼며,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지원하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라는 학교 문화 설문조사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4-12학년
학생과 가족에게 학교에서의 경험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면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고, 배우고, 놀 때의 기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를 위해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질문들은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배려하고
안전한 학교; 소속감; 형평성과 포용성; 교육 및 학습.
조상, 민족,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된 신원 기반 질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학습 경험이 학생 그룹마다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

9-12학년 학생은 2021년 12월 1일 - 15일 사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마칩니다.
4-8학년 학생은 2022년 1월 17일 – 31일 사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마칩니다.

가족들은 학교 관리자로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와 학교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코드를 입력하면
가족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작성하도록 초대됩니다.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데 약 1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대면
수업하는 모든 학생과 가족이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을수록, 앞으로 DSBN이
모든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외성를 가진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글 읽기 & 쓰기(Google Read & Write)와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접근에 기술적 우려가 있거나
언어 번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다면 학교에 연락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DSBN Equit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DSBN은 모두가 학생들이 배우고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안전하고 배려하며
포용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그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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