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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좋든 나쁘든, 가족이 아마
많은 이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정의는 문화마다 크게 다
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님만이 가족일 것입
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족은 육촌 형제들과 가까운
가족의 친구들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일수도 있
습니다.

ML-SAAF 참가자들사이에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번호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가자들께서 아마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연휴 쇼핑에 유용하게 쓰세요!
 
-ML-SAAF 팀

아마존 상품권을 드립니다 !
모든 설문 참가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  20불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에 관심 있으세요 ? 이 린
크 또는 아래의 « TAKE ACTION » 버튼을 클
릭하여 연락처를 작성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ML-SAAF의 성공은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위의 링크 또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작성해주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의 연락처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ML-SAAF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ML-SAAF팀(mlsaaf@ssa.uchicago.edu)으로 이메일을 보
내주십시오. 

http://goo.gl/forms/5UWlKWscSw
mailto:mlsaaf@ssa.uchicago.edu


 

Xue Gong 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소개드릴 Xue (슈에이) Gong은 2014년부터 참
가자 스크리닝 및 연구의 재정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하
며 저희 ML-SAAF 프로젝트에서 연구 조교로 일하고 있
습니다.
 
최근 시카고 대학교의 해리스 행정대학원(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석사 과정을 졸업한 Xue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입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 대학에 진학하기 전, Xue는 중국 북서부의 작
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중국 해안지역과는 달리, 그녀의 고향은
경제 및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Xue는 베이징에서 이주 아동을 위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심각한 교육의 불평등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주 아동들은 지역의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훨씬 낮은 질의 특별 학교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Xue가 교육 정책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중국의 교육 정책 개선에 적용하리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
니다.
 
최근 미국에 온 이민자로서, Xue는 어떻게 아시안계 미국인 청소년들의 가치관
이 그들의 이민자 부모의 가치관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교육, 직업, 애정 관계의 영역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관찰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
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Xue는 ML-SAAF에서의 일들이 매우 소
중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ML-SAAF 에서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
마와 음식에 대한 애정을 한국인 동료들과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들이 한
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기분을 들게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란? 
ML-SAAF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한국인들보다 가족에 관해 더 포괄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필리핀인 설문 참가자들은 아래 제시된
가족 구성원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서 모든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촌을 그들의 가족구성원의 마지막 구성원으로 뽑

http://goo.gl/forms/5UWlKWscSw


았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ML-SAAF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필리핀인과 한국인 응답자들이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고른 반면, 필리핀 가정에서 다소 전통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한국인 아버지들보다 두 배 이상의 필리핀인 아버지들이 주양육자
로 선택된 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부모는 필리핀과 한국 가정 모
두에서 주양육자 또는 부양육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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