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 대학 학자금 저축 계획 설문조사   

이번 학사년도에 GUSD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는 것”을 최우선적인 사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몇 퍼센트의 GUSD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저축 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짧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십시요. 가족당 한 장의 설문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본 설문은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답변은 익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1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십시요:  
 

1. 귀 자녀는 현재 GUSD 어느 학교에 등교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3. 귀 자녀는 현재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예인 경우, 귀 자녀는 어느 유형의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의 아이는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29 플랜 

  적금 구좌   

  보통저금 구좌   

  기타 (아래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5. "기타"로 답한 경우,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 유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2 

둘째 자녀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십시요:  
 

1. 귀 자녀는 현재 GUSD 어느 학교에 등교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3. 귀 자녀는 현재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예인 경우, 귀 자녀는 어느 유형의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의 아이는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29 플랜 

  적금 구좌   

  보통저금 구좌   

  기타 (아래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5. "기타"로 답한 경우,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 유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3 
세째 자녀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십시요:  

 

1. 귀 자녀는 현재 GUSD 어느 학교에 등교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3. 귀 자녀는 현재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예인 경우, 귀 자녀는 어느 유형의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의 아이는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29 플랜 

  적금 구좌   

  보통저금 구좌   

  기타 (아래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5. "기타"로 답한 경우,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 유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4 
네째 자녀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십시요:  

 

1. 귀 자녀는 현재 GUSD 어느 학교에 등교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3. 귀 자녀는 현재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예인 경우, 귀 자녀는 어느 유형의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의 아이는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29 플랜 

  적금 구좌   

  보통저금 구좌   

  기타 (아래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5. "기타"로 답한 경우,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 유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보는 우리들이 GUSD 학생 모두가 대학 학자금 

저금 통장을  갖게 하려는 교육위원회 최우선 중점 사안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