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2015-52호

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안내

부서

교육혁신연구

담당

박 정 임

☎

070-5031-9167

“학부모는 제2의 교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학부모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조사를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OMR

종이설문지) 중 7월 조사 기간에 선택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중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이설문지를 선택한 경우는 배부해 드리는 설문지에 응답해서 제출해 주시고,
온라인을

선택한

경우는

‘학생학부모참여서비스

(http://www.eduro.go.kr)’에

접속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리는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영역과 대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정된 기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참여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응답하신 개인별
자료는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안심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 영역 :

교장ㆍ교감 : 학교 경영

/

교사 : 학습지도ㆍ생활지도(학생지원)

2. 조사 대상 :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교원 (온라인의 경우, 3인(교장 및 담임 필수) 이상)
필수 참여 : 교장, 담임교사/ 교감․교과(전담)교사․비교과교사 중 1인
선택 참여 : 위 3인 외의 교사
종이설문지 참여는 2인(교장 및 담임)이상 참여 가능
3. 백암중학교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기간 : 2015. 10. 26(월) ~ 2015. 11. 06(금)
4. 만족도조사 참여 내용
평가 대상

참여자의 범위 및 내용

교장

◦소속 학교 학부모
- 학교경영 영역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

담임

◦소속 학급 학부모
- 학급경영 및 학습․생활지도영역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소속 학교 학부모 및 지도(지원)받는 자녀의 학부모
- 학교경영 및 학습․생활지도(학생지원) 영역에 만족도조사 참여

5. 온라인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 뒷면의 '2015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참조

2015. 10. 14

백 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2015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① www.eduro.go.kr 에 접속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 선택

② 경기도교육청 선택

③ 학부모 만족도조사 선택

④ 자녀정보 입력 후 자녀정보조회 클릭

⑤ 자녀정보 확인 완료 후 참여하기 클릭

⑥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후
만족도조사 제출 클릭

⑦ 학부모 만족도조사 제출 완료 확인

[만족도 실시 전 유의 사항]
* 교장과 담임 만족도조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해야 그 외 교사에 대해 참여 가능함.
* 만족도조사의 모든 체크리스트 문항에 응답
해야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만족도조
사 제출’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