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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캘리포니아주 아동 건강 설문조사 (CHKS)에 귀 자녀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교 학습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향상, 청소년의 보다 나은 건강과 복지, 약물남용 및 폭력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입니다. 귀 자녀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내용 .  본 설문조사는 학교측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후원 활동 즉, 학교와의 유대감,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 및 안전 그리고 술, 담배, 기타 약물 사용과 같은 위험한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학교 프로그램 안내, 현 학교/교육구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학교 안정 계획안 수립 그리고 글렌데일 
교육구에 의해 안전한 학교 계획안은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학교 사무실이나 교육구 웹사이트 www.gusd.net 에서 설문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본 설문은 “Department” 
아래에서 찾을 수 있으며 “Student Support Services”를 클릭하십시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가 있고 이것을 클릭하십시요.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  귀하의 허가를 받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원하는 질문에만 답변하며 언제든지 설문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  어떠한 이름도 설문조사 양식 또는 데이터에 기록되거나 첨부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교육구의 엄격한 비밀유지 관리 하에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설문관리 .  본 설문조사는 2016 년 10 월 24 일부터 11 월 18 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설문 작성에는 
약 1 교시 수업 분량의 시간(약 50 분) 정도 걸리며 귀 자녀의 5 학년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됩니다.   

추가정보 .  본 설문조사는 공공의 비영리 기관인 WestEd 에서 개발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학교 및 금지물품 
남용 예방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설문 또는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818) 241-3111 내선 1285 에서 학생과 부디렉터 Scott Anderle 박사에게 전화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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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의 여부에 체크 표시하신 후, 서명하여 이 양식을 나눠준 교사에게 3 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___ 본인은 본인 자녀의 캘리포니아주 아동건강설문조사 참여를  허용합니다 .  

 ___ 본인은 본인 자녀의 캘리포니아주 아동건강설문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자녀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로 적어 주십시오) 

이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