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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Them From Me student survey
내가 전하는 이야기 학생 설문조사

Frequently Asked Questions (parents and carers)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 및 보호자)
교육통계 평가원(CESE)
1. 내가 전하는 이야기 (Tell Them From Me)
학생 설문조사는 무엇인가요?
Tell Them From Me는 학업 성취 혹은 기타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소에 관한 질의를 담고 있는 학생 설문조사입니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 항목에
연관된 문항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스포츠 및 과외활동
참여

숙제 태도

성공에 대한 기대

기량 및 학습 의욕

학습적 자아개념

학교에서의 행동

따돌림 당한 경험

무단결석

소속감

이는 학생의 학습 결과 향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학교와 시스템 수준에 대한 학생 의견의 핵심을 알리고,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NSW 주 설문조사는 학생 복리,
참여도, 학습지도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설문조사에는 어떤 종류의 질문이 있나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 항목에
연관된 문항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스포츠 및 과외활동
참여

학교에서의 행동

효과적인 학습 시간

흥미 및 동기

효과적인 학습 시간

목표: 12학년 마무리,
대학교, TAFE

학습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숙제 태도

적절성 및 단호함에
관한 가르침

긍정적 관계

노력

적절성 및 단호함에
관한 가르침

소속감

흥미 및 동기

인내

건강

학교생활 성과의 가치

긍정적 학습 분위기

긍정적 관계

노력

따돌림 당한 경험

학습 회복력

학교에서의 지지 정도

학교 외부에서의
지지 정도

학교생활 성과의 가치

기량 및 학습 의욕

학교에서의 지지 정도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

학습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인내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

성공에 대한 기대

긍정적 학습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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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학교가 어떻게 선택되었나요?
NSW 주 공립학교는 해당 설문조사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교가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제 자녀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교육통계평가원(Centre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Evaluation
(CESE))의 소수 직원만이 주 전체 분석을 위해 개별 학생 응답에 접근할
것입니다. 개별 학생의 데이터는 CESE 연구원들에게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는 보안 서버에 보유됩니다. 해당 연구원들은
개별 학생의 응답이 아닌, 전체 경향에만 관심을 둡니다. 어떤 종류의
발표에서도, 어느 학생도 식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어느 학교도 식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Tell Them From Me 학생 설문조사는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지도 실행, 복리, 학생 참여에 관한 통찰을 교장 및 학교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8. 설문조사 데이터에 어떤 종류의 분석이
이뤄지나요?

본 설문조사 응답에서 취합된 데이터는 학교 지도자에게 전달될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보고서가 준비되며 대부분의 경우 평일

보고서에 신속하게 반영됩니다. 교장은 해당 정보를 통해 현재 떠오르고

기준 3일 내에 학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지도자들은 해당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 개선 계획에 활용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학교에 대한 학생의 관점과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

5. 자녀가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CESE는 성취도 데이터를 비롯한 부서에서 실시한 학생 데이터와 함께 주
전체에 걸쳐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보통 30분 이내로 완료되며, 설문조사 개발사인

사이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것입니다. 또한, CESE

The Learning Bar에서 운용하는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혹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일과시간 중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의 해당 데이터 분석 결과는 교사와 교장이 학생의 성적 향상에 어떤

활용합니다.

해당 결과는 모든 학교가 복리, 참여, 효과적인 수업과 학생 학업

것이 효과적일지 논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본 부서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수업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뒷받침이
됩니다. 본 데이터는 향후 분석을 위해 보유될 것이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학생 참여 및 복리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6. 제 자녀가 참여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설문조사 참여는 선택 가능합니다. 귀하 혹은 자녀가 원하지

것입니다.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도중에 자녀가 불편함을

9. 모든 학생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느낀다면, 그 즉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의 대부분은 작성

초등학생 설문조사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없이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학부모/학생에게는 학생 정보 수정 및

설계되었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년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것을 허락하도록 권장됩니다. 중고등학교는 7학년에서 12학년 중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권장됩니다.

7.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학교에서 제 자녀를
식별할 수 있나요?
학교 직원들은 설문조사 응답에서 개별 학생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 Tell Them From Me 설문조사는 언제
시행되나요?

비밀 보장을 확실시하기 위해, 참여 학생은 고유 사용자 이름 및

해당 설문조사는 1학기 말과 3/4학기(선택적)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에서

비밀번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명보다 적은 학생들이 응답한 질문은

시행될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CENTRE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EVALUATION

WWW.CESE.NSW.GOV.AU

CESE는 무엇인가요?
교육통계평가원(CESE)은 NSW 주 교육부의 일부 기관입니다.

CESE는 NSW 주 교육의 책무성, 효율성 및 효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CESE는 모든 교육에 걸쳐 학습 및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면서, 교육 효과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CESE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ese.nsw.gov.au

The Learning Bar는 무엇인가요?
The Learning Bar는 초등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평가 간이화 및 연구 기반 설계, 그리고 설문조사에 특화돼있습니다. 연구원장인
J Douglas Willms 박사가 이끄는 인하우스 연구 팀은 학교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도록
합니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Tell Them From Me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적 학교 설문조사가 되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열 개 주
중 아홉 주에서 사용됩니다. 전 세계 6,300개 이상의 학교와 540만 이상의 학생들이 지난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왔습니다.
Willms 박사는 최근 문해인류개발 분야에서 캐나다연구위원 1급을 보유했습니다. Willms 박사는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 의 학생 참여 관련 질문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로지 관리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The Learning Bar는 설문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학생 응답에 일시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The Learning Bar
및 본 부서의 CESE 연구원 이외에는, 확인 가능한 학생 응답은 법에 의거하여 요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The Learning Bar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thelearningbar.com
학부모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 이메일을 통해 CESE에 연락하세요: TTFM@det.nsw.edu.au
또는 다음 번호로 연락하세요: 1300 131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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