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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제2의 교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학부모님께
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오프라인(종이설문지) 만족도조사
참여를 희망하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종이설문지를 배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이설문지 만족도조사 방법
❍ 내용 : 학교경영에 대한 만족도(교장, 교감),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교사)
❍ 방법 : 종이설문지 응답(응답한 설문지는 회송용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

만족도조사 절차 및 주의 사항

종이설문지 배부 --

▸회송용 서류봉투에 학부모 만족도조사 종이설문지를 담아 학생편에 직접 배부
▸학부모님께서 직접 수령해 가셔도 됩니다.

▸필기도구 : 검정색 볼펜이나 수성싸인펜 사용

만족도조사 참여
종이설문지 응답

--

▸응답 방법 : 평가 문항을 읽고 해당 응답란에 까맣게(●)칠하고
서술식에 응답할 경우, 내용을 설문지에 직접 서술
▸작성 시에 구기거나 파손되면 결과에 반영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여 작성

▸응답한 설문지를 회송용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

종이설문지
제출

▸학생 편에 학교로 보내면, 학생은 학교의 수거함에 그대로 넣을 것

--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교의 수거함에 넣어도 됨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어디에도 (설문지나
봉투 겉면)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설문지 응답 시 안내 사항은 뒷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22

백 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학부모 만족도조사(종이설문지) 응답 시 안내 사항

※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한 내역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만족도조사 문항을 읽고 검정색 볼펜이나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해당
응답란에 까맣게(●)칠합니다. <바른 예> ●, <틀린 예>

□ 응답대상 교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만족도 평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까맣게(●)칠합니다.

□ 서술식 응답 부분에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설문지 해당 부분에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인쇄된 타임마크 및 설문코드가 훼손되거나 구겨지면 안 됩니다.
□ 응답한 설문지만 제공된 회송용 서류봉투에 넣어 꼭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 학생 편에 학교로 보내면, 학생은 학교의 수거함에 그대로 넣습니다.
□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교의 수거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설문지나 서류봉투 겉면에 학생이나
학부모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는 제2의 교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