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 안내문 
특수교육 

2022 ~ 2023학년도
하와이주 교육부(이하 교육부)는 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 및 기타 학교 활동/행사에 대한 귀하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며, 귀하와 협력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4년 개정된 장애인 교육법(IDE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에 본인의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 측이 학부모 

참여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는 학부모의 비율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하와이 공립학교에 등록된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및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20 U.S.C. 
1416(a)(3)(A)).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교육부는 25개 항목의 평가 

척도로 구성되고 국립 특수교육 책임 모니터링 센터(National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and Accountability Monitoring, 
NCSEAM)에서 개발 및 검증한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척도(SEP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데이터는 

하와이주 성과 계획/연간 성과 보고서의 지표 8에 

보고됩니다.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교육부가 특수교육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개선하고, 

장애 학생과 그 가족에게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 
• 객관식 문항이며, 완료하는 데 십(10) 분 미만이 소요됩니다.

• 익명으로 응답이 보고되므로 귀하 또는 자녀와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거나 또는 자녀의 공립학교에서 서면 설문지를 제공된 요금 선납 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 계약업체인 Piedra Data Services LLC가 교육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집계 및

분석하므로객관성이 보장됩니다.

•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한 명당 한(1) 건의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또는 연례 IEP 회의 후 자녀의 공립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제공됩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지침 
장치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교내에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https://www.hiparentsurvey.com/으로 이동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합니다. 

기기에 Quick Response(QR) 리더기가 있는 경우, 이 QR 코드를 사용하여 설문조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parentsurvey.com/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려면 학교 측에 문의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HIDOE 웹사이트의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pecializedPrograms/SpecialEducation/Pages/
home.aspx 

 

질문 및 답변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IEP 팀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귀 자녀의 학교가 귀하와 어떻게 협력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특수교육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은 기밀로 유지됩니까? 
예. 개별 응답은 익명으로 보고되며 귀하나 귀하의 자녀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요.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집된 정보는 HIDOE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므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아니요. 귀하와 귀 자녀에게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경우, 

건너뛰고 다음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면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장하려면 온라인 또는 서면 중 한(1)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언제 제공됩니까? 
매년 자녀의 최초 또는 연례 IEP 회의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서면 설문지가 한 장 있는데, 두 명 이상의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복사해야 합니까? 
아니요. 학교측에 다른 자녀를 위한 서면 설문지를 한 부 더 요청하십시오. 설문조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별적으로 코드화되지만, 특정 학생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부모 참여 설문조사는 15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https://www.hiparentsurvey.com/hawaii/translations.php로 이동하여 해당 언어를 선택하고 영어 버전의 

설문조사 작성에 참고하십시오. 점자 버전의 설문조사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이메일 macb@k12.hi.us 또는 (808) 307-3600으로 모니터링 및 규정준수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모니터링 및 규정준수 부서 
P.O. Box 2360 

Honolulu, HI 96804 
(808) 307-3600 

 

 

https://www.hiparentsurvey.com/hawaii/translations.php
https://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pecializedPrograms/SpecialEducation/Pages/Family-Involvemen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