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보호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아동 발달연구(New South Wales Child Development Study 이하 NSW-CDS)를 

이끌고 있는 Vaughan Carr입니다. 
 

본 NSW-CDS는 호주 전국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와 성인기 

단계의 건강, 교육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뉴캐슬 대학교, 서호주 대학교 그리고 캔터베리(뉴질랜드) 

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NSW Ministry of 

Health와 NSW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 부분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 모든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행복감 조사를 

위한 유년아동설문조사(the Middle Childhood Survey 이하 MCS)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조사는 귀하 자녀 본교 

교장의 허락 하에 3학기 중 수업시간에 시행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래 기재된 내용은 귀하가 자녀를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자녀가 제외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자녀 본인이 수업시간 동안 설문 조사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본 MCS는 2009년도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초기발달지수(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를 이용하여 

조사한 이전 결과와 함께,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행복감 상태를 알아볼 것입니다. MCS는 또한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서 직접 그들의 생각, 기분, 

행동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해당 연령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성인기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정책과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MCS의 결과가 아이를 “구분”하거나 정신적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MCS를 수업시간에 교사 지도 아래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설문지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기에 연구자는 학교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향후 MCS를 통해 얻은 응답은 기록 연계 과정을 통하여 

다른 기관들의 자료와 함께 사용됩니다. 연계자료는 보건부(예: 입원 기록), 교육부(예: 읽고 쓰는 능력 및 산술 

능력), 사회복지부(예: 지역사회 활동), 사법부(예: 범죄 통계)를 포함한 다른 부서가 갖고 있는 아이와 부모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 연계를 통하여, 모든 호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책 및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소는 귀하의 자녀 설문지 기재내용이 항상 비밀 보장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 드립니다.  

NSW-CDS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모두 익명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참여연구원에게만 정보 접근 허용). 

연구를 통한 조사 내용은 개인, 학교 및 소규모 지역사회가 구분 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학교의 각 교장에게만 별도로 피드백이 제공하는데 이에는 해당 학교 전학생의 

정신건강과 행복감 상태에 관한 연구 결과가 요약되어 있으나 학생의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MCS 설문에 참여하기 원치 않으실 경우,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불참신청서(Opt-Out Form)를 

작성하여 귀하 자녀의 교사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본 연구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불참(opt-out)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 자녀가 설문지를 이미 작성한 경우에도, 4학기가 시작하는 2015년 10월 16일까지 불참 

신청을 하시면 귀하 자녀가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 관해 우려가 있으실 경우, 이는 다음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thics Secretari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NSW 2052 (전화: [02] 9385 6222, 팩스: [02] 9385 6648, 

이메일: humanethics@unsw.edu.au). 불만사항은 접수 즉시 조사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것입니다. 

본 NSW 아동발달연구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귀하의 자녀 본교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MCS를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aughan J. Carr 교수 
UNSW 

http://nsw-cds.com.au/node/41
vaughanc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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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을 위한 정보지 

NSW 아동발달연구란 무엇인가요?  

NSW아동발달연구(NSW Child Development Study 또는 NSW-CDS)는 2009년도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초기발달 지수(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를 이용하여 조사한 이전 결과와 함께,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정신건강, 교육, 일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미리 

예상하여 회복력과 취약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NSW아동발달연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요?  

본 NSW-CDS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 정부 그리고 다른 단체/기관들이 나아가 호주 전국의 모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어린이가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자신감과 

창의력이 넘치는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능동적으로, 견문이 넓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년아동설문조사란 무엇인가요?  

유년아동설문조사(Middle Childhood Survey 또는 MCS)는 본 연구 항목의 일부로써, 2015년도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 

모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MCS는 학생에게서 직접 그들의 생각, 

기분, 행동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2015년 전국에 걸쳐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원들은 이를 분석하여 향후 아동의 정신건강과 다른 결과에 

대한 회복력 및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MCS 데이터는 

Record Linkage을 통하여 다른 기관들의 자료와 함께 사용됩니다. 연계자료는 보건부(예: 입원 기록), 

교육부(예: 읽고 쓰는 능력 및 산술 능력), 사회복지부(예: 지역사회 활동), 사법부(예: 범죄 통계)를 포함한 

여러 부서가 갖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익명이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연구원에게 전달되는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어떠한 정보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취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한 조사 내용은 개인, 학교 및 소규모 지역사회가 구분 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됩니다. 

MCS 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MCS를 수업 내에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응답은 익명 처리됩니다. 설문지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기에 연구원은 학교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평상시에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귀하 자녀는 그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는 음성지원이 되는 버전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이가 MCS 에 꼭 참여를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MCS에 참여하는 것은 온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자녀와 학부모가 원할시 불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불참한다고 하여 아동에게 어떤 면에서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사에 불참하는 아동은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다른 대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불참을 원할 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http://nsw-cds.com.au/
http://nsw-cds.com.au/node/144


 

 

 

아이가 조사에 참여하기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 자녀가 학교에서 MSC 조사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불참'/회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본 정보지에 동봉되어 있는 “불참/회수신청서”(“Opt-Out/Withdrawal Form”)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귀하 

자녀의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2.   본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불참 신청(opt out online)을 합니다.  

3.   자녀 본교에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연락하거나 자녀 교사에게 의사 전달을 합니다.  

 

만약 귀하 자녀분의 교사가 해당 조사 시행 이전에 귀하의 ‘불참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귀하의 자녀는 

수업시간에 해당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 달라지실 

경우, 4학기가 시작하는 2015년 10월 16일까지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통해 자녀분의 응답을 MCS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난 후부터는 모든 설문지가 연구 목적으로 모두 익명 

처리가 되어 특정한 자녀의 설문지만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조사가 아이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의 설문 조사 

응답은 학교가 호주 전체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설문 

조사를 통해 자녀가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길 경우, 귀하를 돕기 위한 지원(supports)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 및 연구 협력자와 이해관계자들만이 이미 익명 처리가 된 데이터에 관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는 향후 기록 연계 프로젝트와 MCS 데이터 사용에 관해서 관리 책임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cord Linkage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NSW 아동발달연구는 누가 주관하나요?  

본 NSW-CD 연구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뉴캐슬 대학교, 서호주 대학교 

그리고 캔터베리(뉴질랜드) 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NSW Ministry of Health 및 NSW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와 같은 정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ho We Are 연구 소개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연구를 지원하나요?  

연구를 위한 지원은 현물지급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받고 있으며, 이에는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ustralian Rotary Health 가 포함됩니다. 

또한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Ministry of Health 및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ies 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http://nsw-cds.com.au 

직통전화: 1800 901 922  

또는 이메일: info@nsw-cds.com.au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SW Child Development Study  
 

NSW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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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의 자녀 설문조사 불참 서면 신청서  
Parent/Caregiver WRITTEN OPT-OUT/WITHDRAWAL form 
 

귀하의 자녀가 유년아동설문조사(Middle Childhood Survey 

이하 MCS)에 불참하기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MCS 설문 조사를 수업 내에 작성하며 자녀와 학부모의 기록을 다른 기관과 연계함을 

의미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정보지를 읽었거나 혹은 단순히 자녀가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주시고 해당 조사 시행 이전에 귀하 자녀 본교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녀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 달라지실 경우, 4학기가 시작하는 2015년 10월 

16일까지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통해 자녀분의 응답을 MCS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난 후부터는 모든 설문지가 연구 목적으로 모두 익명 처리가 되어 특정한 자녀의 설문지만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하 자녀의 응답을 회수할 경우에는, 귀하 자녀의 관련 데이터가 회수되고 파기될 것입니다. 

 

본인은 기재된 내용을 읽었으며 혹은 자녀과 유년아동설문조사(Middle Childhood Survey) 참여 여부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아래에 기재되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포함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자녀 성명: ..............................................................................................................................................................................  

 

자녀 생년월일:  _____ / _____ /_____  오늘 날짜: _____ / _____ / 2015 

학부모/보호자(결정 권한이 있는)의 성명: 

 
.................................................................................................................................................................................................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 
 

본인은 이 해당란에 서명함으로써, 본인 자녀가 유년아동설문조사(Middle Childhood Survey)에 불참할 것을 알고 

있으며 설문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본인 자녀가 다른 대체 활동을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불참 

신청은 해당 신청서가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서 활성화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유효함을 알고 있으며 조사에 

불참하는 것이 자녀의 교사, 자녀 본교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와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