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알래스카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 조사 

부모/보호자 허가서 

앵커리지 교육구는 알래스카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 조사(YRB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알래스카 보건 사회 복지부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YRBS는 22-23학년도 봄학기에 시행될 것입니다. 

YRBS는 알래스카와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익명의 설문 조사입니다. 학생들은 설문지 또는 

컴퓨터로 설문 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학생들의 건강 또는 복지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개발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알래스카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 관한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교육구와 지역 사회 단체는 

YRBS 결과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알래스카 청소년 인구의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쟁점을 찾아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강 행동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그 결과는 또한 교육구와 다른 사회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금을 만들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구에 분석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교육구는 30 일 동안 안에 결과를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검토 후, 그 결과는 공공사회 요청 시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개별 학생에 관한 신분, 

분석, 혹은 결과에 대해서 절대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학생은 설문 조사에 자신의 이름이나 

기타 신원 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학생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학생의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개별 학생의 응답은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의 총체적인 결과를 교육구 또는 자치구 /인구 조사 지역과 같은 곳으로 보고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에 시행했던 YRBS 설문조사 질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yrbs.dhss.alaska.gov  

저희는 선발된 모든 학생들이 이 설문 조사에 참가하여 참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귀하의 학생 참가 여부는 귀하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생이 참여하려면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 또는 학생에 대한 피해나 조치는 없습니다. 

아래에 쓰여진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표시란에 귀하의 의견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체크하시고 양식을 

학생의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알래스카 YRBS 주 전체 진행 담당자, 타즐리나 매닉스 

(907)269-8107 http://yrbs.dhss.alaska.gov/  

http://yrbs.dhss.alaska.gov/
http://yrbs.dhss.alaska.gov/


2023년 알래스카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 조사 

[  ] 예, 내 학생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아니오, 내 학생은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 이름:  학년: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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