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즉시 배포용 

 

HWDSB, 최초 학생 인구조사(우리 모두가 소중합니다) 결과 발표  

온타리오주 해밀턴 – 2022년 6월 20일: 해밀턴-웬트워스 교육청(HWDSB)은 평등한 교육을 위한 

행동 계획 진전에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인 학생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HWDSB는 2021년 5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공개 학생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합니다: 2021년 HWDSB 학생 인구조사는 학생 신원(인종,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교원 인구조사 및 2020년 고용 평등 감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형평성, 학생 성취 및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Sue Dunlop 임시 교육청장이 말했다. 

  

교육청 전반 응답률은 48%로, 총 24,177명의 학생/가정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2017년도 반인종차별법 및 온타리오주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행동 계획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HWDSB는 학생, 가정, 교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의 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학생 

인구조사에 접근했다. 학생,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초청하여 학생 인구조사 정보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파트너 전용 정보 세션을 개최하여 설문 조사 개발을 지도하고 공동체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2022년~2023년부터 HWDSB는 학생 구성 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도, 기회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도모하는 데이터 사용법 고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결과는 HWDSB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152개에 다르며, 전 세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진보적 성별 개념을 통해 자신을 식별하는 매우 

다양한 학군임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반인종주의 및 반압제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통합, 보고 및 사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현재 교원들은 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동참시키고, 데이터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착수 

중이다. 

 

https://www.hwdsb.on.ca/about/equity/we-all-count-hwdsb-student-census-2021/
https://www.hwdsb.on.ca/about/equity/we-all-count-hwdsb-student-census-2021/
https://www.hwdsb.on.ca/about/equity/we-all-count-hwdsb-student-census-2021/
https://www.hwdsb.on.ca/blog/hwdsb-launches-staff-census-we-all-count/
https://www.hwdsb.on.ca/wp-content/uploads/2020/12/HWDSB-Employment-Equity-Audit-Final-Report-November-20-2020.pdf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a15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a15
http://www.edu.gov.on.ca/eng/about/education_equity_plan_en.pdf


 

 

 

 

학생 인구조사 결과뿐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HWDSB 프로그램, 전략, 방침, 사례, 

리소스 및 지원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첨부된 인포그래픽에서 강조한 몇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종, 민족 및 종교: 

• 학생들은 자신이 백인(62%), 남아시아인(10%), 중동인(10%), 흑인(8%),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답변 등의 인종적 배경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학생들의 모국어로는 영어(88%), 아랍어(6%), 우르두어(3%), 불어(2%), 펀자브어(2%) 및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언어들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종교 또는 영적 신앙으로는 기독교(28%), 종교나 영적 신앙이 없음(21%), 

이슬람교(21%), 무신론자(10%) 및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항목들을 선택했다. 

 

성별 및 성정체성: 

• 학생들의 성별은 소년/남성(48%), 소녀/여성(47%), 논바이너리(2%), 퀘스쳐닝(2%), 

젠더플루이드(1%), 성별 무관심, 바이젠더, 보이플럭스, 데미보이, 데미걸 등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항목들이 있었다. 

• 트렌스젠더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가 예라고 답했고 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9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 5~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성애자(68%), 

퀘스쳐닝(13%), 양성애자(8%), 무성애자(5%), 범성애자(4%) 및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답변들이 있었다. 

 

장애 여부: 

• 응답자 중 11%의 학생이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 가장 흔한 장애 유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5%), 정신 건강(4%), 학습(3%), 

주의력결핍(2%) 및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장애들이 있었다. 

 

출생지 및 시민권: 

• 캐나다에서 태어났냐는 질문에 84%의 학생이 예, 1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 시민권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캐나다 시민권자 (87%), 이민/영주권자(5%), 확실하지 

않음(5%), 원주민(1%), 국제 학생(1%) 및 기타 선택 빈도가 낮은 답변들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인포그레픽 및 웹사이트 www.hwdsb.on.ca/weallcount를 참조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인구조사에 대한 FAQ(자주 묻는 질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구조사에 대한 질문은 census@hwdsb.on.ca로 문의하십시오. 

 

https://hwdsb.info/StudentCensus2022
http://www.hwdsb.on.ca/weallcount
mailto:census@hwdsb.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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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연락처 

Shawn McKillop, APR  

매니저,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참여부 

905.515.6227| smckillo@hwdsb.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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