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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 

 

이번 봄 학생 인구조사 프로모션 기간에 학생 인구조사를 마친 후 웰빙 설문조사인 중간 학년도 

발달 점검 도구(MDI)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동안 

4학년~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 및 그들에 웰빙에 관련한 정보를 직접 

경청하기 위함입니다.  

 

수업 시간에 MDI를 실시하는 대신, 부모님이 자녀의 참여를 동의하신다면 4~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4~12학년을 위한 MDI 링크:   https://ca.research.net/r/MDIgr4-12 

 

교내 제약사항 및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현재 이사회 연례 계획의 척도로 MDI를 정식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에 교실에서 MDI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올해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힘든 한 해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이 웰빙과 인식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MDI 자료를 활용하여 이 중대하고 역사적인 시기를 겪고 

있는 재학생의 웰빙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MDI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건전한 방식으로 치유되고 발달을 촉진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MDI는 웰빙을 측정하는 검증된 도구이며, 이번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MDI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의 아동 조기학습 파트너쉽(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HELP) 연구원들이 4~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입니다. 학교 측은 

9~12학년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위해 UBC 연구원들과 협력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의 생각, 감정,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 자아 존중감, 낙관성, 행복, 공감과 같은 사회 감정적 발달 요인 

2. 학교,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3. 학교생활 

4. 신체적 건강 및 웰빙 

5. 방과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학생의 바람 

해당 주제에 관한 질문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ww.hwdsb.on.ca/elementary/supports/mental-health-and-well-being/mdi/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측은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직접 듣고 싶지만, 자녀가 MDI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의 판단 아래 지도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자녀의 답변은 기밀로 유지되며  익명으로 제시됩니다.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 학생 번호 또는 이름)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연구 및 분석 담당 직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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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학교, 

이사회 및 지역사회 관계자를 위한 익명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MDI에는 학생이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설문조사 데이터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privacy@hwdsb.on.ca로 문의하십시오.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research@hwdsb.on.ca로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정신 건강 및 복지에 대해 염려가 된다면 

www.hwdsb.on.ca/elementary/supports/mental-health-and-well-being/mdi/에서 리소스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이렇게 전례 없는 기간 동안 자녀의 설문조사 참여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시면 자녀에게 해당 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DI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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