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I(중간 학년도 발달 점검 도구)란 무엇입니까? 

MDI는 4~12학년 어린이와 청소년이 작성하는 자체 보고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지는 학교 

내외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여기에는 웰빙, 

건강,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가지 개발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각 

영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두 가지 샘플 질문입니다. 각 예시를 통해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 웰빙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자신의 전반적 건강, 즉 정서적 웰빙, 신체 활동, 영양, 수면 습관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체적 웰빙을 평가하게 됩니다. 신체적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a. 나쁘다 

b. 괜찮다 

c. 좋다 

d. 굉장히 좋다 

얼마나 자주 잠을 깊이 잡니까? 

a. 전혀 취할 수 없다 

b. 일주일에 1번 

c. 일주일에 2번 

d. 일주일에 3번 

e. 일주일에 4번 

f. 일주일에 5번 

g. 일주일에 6번 

h. 매일 

        

 

 

연계성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교 및 동네에서 마주하는 성인 및 가정의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또래들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및 상호 교류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 

답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는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이 있다. 

a. 전혀 아니다 

b. 약간 맞다 

c. 꽤 맞다 

d. 매우 맞다 

    

우리 집에는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부모나 다른 어른이 있다. 

a. 전혀 아니다 

b. 약간 맞다 

c. 꽤 맞다 

d. 매우 맞다 

    

 

 

사회 및 정서적 개발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7가지 영역(낙천성, 자아 존중, 행복, 공감, 친사회적 행동, 슬픔, 걱정)에 

대하여 현 사회 및 정서적 기능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 답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못되게 굴면 신경이 쓰인다. 

a. 전혀 그렇지 않다 

b. 약간 그렇지 않다 

c. 잘 모르겠다 

d. 약간 그렇다 

e. 완전 그렇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a. 전혀 그렇지 않다 

b. 약간 그렇지 않다 

c. 잘 모르겠다 

d. 약간 그렇다 

e. 완전 그렇다 

     



 

학교생활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의 4가지 영역(학구적 자아 개념, 학교 분위기, 소속감, 또래 

피해(따돌림)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 및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나는 올해 학교가 가르쳐준 기술(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a. 전혀 그렇지 않다 

b. 약간 그렇지 않다 

c. 잘 모르겠다 

d. 약간 그렇다 

e. 완전 그렇다 

     

나는 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낀다. 

a. 전혀 그렇지 않다 

b. 약간 그렇지 않다 

c. 잘 모르겠다 

d. 약간 그렇다 

e. 완전 그렇다 

     

 

방과 후 시간 

설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스포츠, 음악, 예술 등 단체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더불어 TV 시청하기, 

숙제하기, 비디오 게임하기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 및 문장에 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방과 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대략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재미 삼아 

운동이나  스포츠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 밖에서 놀기, 자전거, 

스케이트, 썰매, 농구, 수영, 요가, 댄스 등)? 

a. 전혀 하지 않음 

b. 30분 미만 

c. 30분~1시간 

d. 1~2시간 

e. 2시간 이상 

     



수업이 있는 날에 방과 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대략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십시오.  

a. 이미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있다. 

b. 추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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