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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건강행태 연구 
연락처 양식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학생에게 다음 번 설문지 작성도 부탁할지 

모릅니다. 오늘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해서 다음 번 설문지도 모두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번에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작성을 마친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다음 번 설문지도 우리가 학생들의 건강 유지 요인을 

알아내고, 태도와 의견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해하며,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예방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번 설문조사가 있기 전에 학생이 전학 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 연락처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를 작성해서 학생이 전학을 가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우리는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에만 이 정보를 사용해서 학생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학생의 

응답지와는 항상 따로 보관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우리 프로젝트 담당자 이외에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생에 관한 정보 

•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생은…?    남    여 

•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연                 
• 집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거리주소   아파트 번호 시  주 우편번호

• 집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휴대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종이를 뒤집어서 뒷면의 정보도 

작성하세요  
 
 
 



  
 

 

    

부모/보호자 #1  
•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부모님/보호자님은…?   남    여   

• 학생과의 관계(예: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고모, 이모/고모부, 이모부, 등…): ____________ 

• 이 부모님/보호자님의 주소는 학생의 주소와 같나요?  

 예(계속해서 다음 별표로 가세요)  아니오(아래에 새 주소를 적으세요) 

집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거리주소   아파트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집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 부모님/보호자님의 휴대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 부모님/보호자님의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부모님/보호자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   영어    스페인어   기타 ___________ 
 

부모/보호자 #2 

 
•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부모님/보호자님은…?   남    여   

• 학생과의 관계(예: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고모, 이모/고모부, 이모부, 등…): ____________ 

• 이 부모님/보호자님의 주소는 학생의 주소와 같나요?  

 예(계속해서 다음 별표로 가세요)  아니오(아래에 새 주소를 적으세요) 

집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거리주소   아파트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집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 부모님/보호자님의 휴대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 부모님/보호자님의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부모님/보호자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   영어    스페인어   기타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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