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school is taking part in the Student Wellbeing Survey sponsored by our school 
system, International Schools Consortium (iSC). The survey will ask about the health 
behaviors of grades 6–12 students. The survey will ask about behaviors that result in 
intentional injuries, about alcohol and other drug use, and about emotional and 
mental health issues, including suicidal ideation. The survey will also ask students 
about romantic attraction (only high school students) and experiences with 
pornography.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국제학교 연합회(iSC)가 후원하는 학생 웰빙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6-12 학년 학생들의 건강 행동과 관련된 조사로, 

자해, 알코올및 기타 약물 복용 및 자살 생각을 포함한 학생들의 정서적 및 정신 건강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가있습니다. 설문 조사에는 또한 로맨틱 끌림(Romantic attraction: 

끌리는 상대와 긴밀한 관계를맺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고등학생만 해당)과 음란물 경험에 

대한 질문도 포함됩니다. 
成都爱思瑟国际学校将参与由本校所在的国际学校联合会（iSC）组织的学生身心健康调

查。该活动旨在调查询问本校6-12 年级学生的行为健康状况。此次调查将询问有关会导致

人为伤害的行为，如饮酒，药物使用等；同时还会询问有关学生情绪和心理健康问题，其

中包括学生是否自杀念头。该调查还将涉及学生恋爱（仅限高中生）和色情经历方面的问

题。 
 
Students will be asked to fill out a computer-based questionnaire that takes about 
20 minutes to complete. They will take the survey during regular class time. 
학생들은 20 분에 걸친 컴퓨터 설문 조사에 응하게 되며, 설문조사는 수업 중에 하게 

됩니다. 
该问卷为计算机问卷，完成大约需要20 分钟。他们将在上课时间进行此项活动。 
 
Completing this anonymous survey will cause little or no risk to your child. The only 
potential risk is that some students might find certain questions to be sensitive. The 
survey has been designed to protect your child’s privacy. Students will not put their 
names on the survey unless they choose to. Also, no class or student will ever be 
mentioned by name in a report of the results. Your child will get no benefit right 
away from taking part in the survey.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help 
students in the future by influencing health, safety, and student wellbeing 
programs. We would like all secondary students to take part in the survey, but the 
survey is voluntary. Students can skip questions that they do not wish to answer 
(there are a few exceptions). If at any point they wish to finish, students may stop 
participating in the survey without penalty. 
이 익명의 설문 조사가 귀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나마 

영향을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특정 질문들이 일부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설문 조사는 자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원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들은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에 

학생의 이름이나 학급이 언급되지않을 것입니다. 귀 자녀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주어지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 조사 결과는 학생의 

건강, 안전 및 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 훗날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은 건너 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학생들이 원한다면 불이익 없이 설문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完成这项匿名调查不会对您的孩子带来任何影响。唯一的潜在风险是部分学生可能会认为

某些问题过于敏感。但此项调查将保护您孩子的隐私，除非学生自愿，否则他们不需要在

调查中写上自己的姓名。同样，在调查报告中，任何班级或学生的的名字也不会被提及。

虽然您的孩子参加调查后不会立即受益，但是，通过此项调查所获得的研究结果能够对学

生在身心健康及人身安全方面产生很大的帮助。我们鼓励本校所有的中学生和高中生参与

到调查中，但同时我们也强调参与调查是自愿的。学生可以跳过自己不愿意回答的问题

（有一些问题例外）。如在参与调查的过程中，学生不想再继续回答了，他们也可以随时

停止回答问卷。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survey, please talk to your child’s divisional principal 
(Sasha Rehm – sasha.rehm@wyischina.com). If you still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one of iSC Odyssey team members who are supervising the survey—Abi Roy 
(abi.roy@ldi.global) or Mel McCutchan (melissa.mccutchan@ldi.global). 
설문 조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Sasha Rehm – 

sasha.rehm@wyischina.com). 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이설문 조사를 감독하고 있는 iSC 오디세이 팀- Abi Roy (abi.roy@ldi.global) 또는Mel 

McCutchan (melissa.mccutchan@ldi.global)에게 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如果您对该项调查活动有疑问，请与学校初高中部校长(Sasha Rehm – 

sasha.rehm@wyischina.com). 联系。如您有更多疑问，请联系负责调查问卷的iSC 

Odyssey 团队成员之一-Abi Roy（abi.roy@ldi.global）或Mel McCutchan 
(melissa.mccutchan@ldi.global). 
  



  

Please read the section below. If you do not want your child to take part in the 
survey, check the boxes, sign and date the form and return the form to the school 
no later than December 1. Signing and returning this form will dismiss your child 
from taking the survey. If you have no objection to your child taking part in the 
survey, you should do nothing with this form. Thank you. 
아래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자녀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아래 칸에 표시해 주시고, 서명한 후 날짜를 적어 늦어도 12 월 1 일까지 학교에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에 서명 후 제출하시면, 귀 자녀는 설문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자녀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데 이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양식을 보내지 

않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请仔细阅读以下部分。如果您不希望您的孩子参与调查，请在相应的框中打勾，在表格上

签名并注明日期，并将表格于12 月1 日之前交回学校，签名并交回该表格后便意味着您的

孩子将不会参与此项活动。如果您不反对您的孩子参与调查，则无需使用此表格。谢谢。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  ] I have read this form and know what the survey is about. 저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읽고이해하였습니다. 我已阅读此表格并已知晓调查内容。 

 
[  ] My child may not take part in this survey. 제 자녀는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我的孩子将不会参加此次调查。 

 
My student’s name 학생 이름 学生姓名: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rade 학년 年级:______________ 
 
Parent’s printed name 학부모님 이름(정자체로) 家长姓名（请用正楷书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s signature 학부모님 서명 家长签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日期 :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