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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OUR TEAM
각각의 뉴스레터마다 ML-SAAF
팀멤버를 한분씩 이곳에 소개하
고자 합니다. 이번달에는 Quincy
Santomieri  씨를 소개합니다. 

ROUND 1 IS COMING TO A CLOSE!
제1차 조사가 6월30일을 기하여 종료됩니다. 저희 연구
팀은 총 4회에 걸쳐 정보수집을 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인터뷰 형식의 설문조사를 하였지만 2차조사 부터는 자
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하게됩니다. 제1차 조사에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조
사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mlsaaf@ssa.uchicago.edu로 이메일 주시거
나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어떤분들이 조사에 참여 하셨는지 궁굼하신가요? 아래
에 보시면 현재까지 참여하신 분들의 정보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통계를 참고하실 때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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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팀의  외부지원활동 매
니저로서 Quincy는 시카고 대주
교구, 필리핀 대사관, 그리고 주
변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많은 지
역사회단체들과 연구팀을 연결
해주는 업무를 담당해주셨습니
다. 팀에서 일을 하는 동안
Quincy의 목표는 아시안 청소년
들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널
리 알리고 설문참여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Quincy는 스포츠 상품 관리와 부
동산 마케팅 대행사 광고문안 작
성업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가
지고 연구팀에 합류를 하였습니
다. 이뿐만 아니라 Quincy 는 가
정 내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봉
사한 경험이 있으며 성인 영어교
실에서 교사로도 활동을 하였습
니다. 저희 연구팀과 아시안 청
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
를 물엇을 때에 Quincy 는 "청소
년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보
면 항상 반응을 저절로 하게됩니
다. 만약 위험에 대처할수 있다
면 우리는 반듯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으며ML-SAAF 연구팀
은 분명 그런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있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Quincy의 광범위한 관심과 경험

국인 부모의 95%가 어머님 이셨고 필리핀 부모의 88%
가 어머님 이셨다는것을 염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LOOKING AHEAD TO ROUND 2
제 1차 조사가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저희 연구팀
은 벌써 제 2차 조사를 준비 하고있습니다. 제2차 조사
에서는 이번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2차 조사를 온라인
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것
입니다. 저희는 참여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
요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계속해서 이메일로 알려



들은 폭넓은 사회단체들과 인사
들을 연결하는데에 중요한 역할
을 했습니다. 이분의 도움 없이
는 지금의 결과가 없었을 것이며
ML-SAAF 의 팀원으로 함께 해
주신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Quincy 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LinkedIn 페
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STORY TO
SHARE?

아시안 부모나 청소년 여러분들
의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저
희는 이후에 발간되는 뉴스레터
들에 소개할 "미국에서 아시아
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라는
주제로 250글자 한정의 에세이
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에세이는
이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학계
관련자, 부모, 청소년 그리고 사
회단체 등 폭넓은 독자들을 고려
하여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세이는
mlsaaf@ssa.uchicago.edu로 보내
주시고 제목은 NEWSLETTER
라고 기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발행을 위해 채택된 모든
글들은 편집될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HER RESOURCES
아시아인들과 관련된 최근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시아인들을 위한 연구, 뉴스, 이벤트를 mlsaaf.org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리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ML-
SAAF 연구가 시카고 대학교 사회복지행정 대학원 학보
에 소개되었는데요, 노치지 마시고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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