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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AAF 제 1 차 조사 참여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시카고 대학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ML-SAAF 연구팀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힘입어, ML-SAAF 제 1 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 연구 

취지에 공감하고 조사에 적극 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작년 9 월에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개월간 한인가정과 필리피노가정을 

설문조사했습니다. 4 월초 집계로 보면 한인가정은 약 390 가정, 필리피노가정은 약 

180 가정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현목표는 한인가정 450 가정과 필리피노가정 450 

가정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목표한 가정의 숫자를 조사하는데에 

총력을 다할것입니다.  
 

진행사항에서 보시다시피, 필리피노가정 설문조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재미필리핀시카고영사관과, 시카고천주교 주교청, 

필리핀 사회복지 단체, 여러학교 선생님들 모두들 열심히 협조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4 월에 조사가 마감되기 전까지, 아직은 너무나 많은 필리핀가정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필리핀가정을 아시면 저희에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신 필리핀 가정이 설문에 참여하시면, 소개가정에 $20 을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의 적극적인 도움 필요합니다! 한인가정은 지속적으로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필리핀 가정을 구하는데에도 한인가정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한 가정들에 대한 간단한 사항입니다. 데이타가 정리되는데로 더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가정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설문조사에는 373 명(197 남, 176 여)의 한인 청소년들, 387 명의 한인 

부모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대부분(98%) 어머님들께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참여어머님들의 평균 나이는 약 45 세, 미국에 사신 기간은 평균 

16 년이었으며,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 세, 미국에 산 기간은 평균 8.2 년 입니다. 



청소년의 출생지는 56%가 미국, 36%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이민온 경우도 다수는 

어릴때 온 경우로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인 2 세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응답자들 63%가 직업이 있으시며 (33% 풀타임, 29.8% 파트타임) 

종교는 76%가 기독교, 18%가 천주교, 3%가 불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필리피노가정 참여자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과 입니다.  

 

필리피노가정 에서는 167 명(75 남, 92 여)의 청소년들, 177 명의 부모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한인가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96%) 어머님들께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참여어머니 평균 나이는 약 46 세, 미국에 사신 기간은 평균 

22 년이었으며, 청소년 평균연령은 15 세, 미국에 산 기간은 평균 8 년으로 한인 

청소년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곳은 76%가 미국, 18%가 필리핀으로 한인 

청소년들 보다는 필리피노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필리피노 어머니들의 경우 82.5%가 직업이 있으시며 (65% 풀타임, 18% 파트타임) 

종교는 63%가 천주교, 28%가 기독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새롭게 웹싸이트 www.mlsaaf.org 를 준비했습니다. 이 싸이트를 통해서 

수시로 연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셨거나 이메일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이사이트에서 업테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보낼계획입니다.  

 

또한 이 웹싸이트를 통해서 필리피노가정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Carol Lee 에게 직접 이메일 (carol82usa@uchicago.edu) 또는 전화 (773-573-3842)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진행될 후속조사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L-SAAF 연구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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