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참여자 안내서

NSW보건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 시스템 그리고 보건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결과를 증진하는 데 전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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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하는 NSW 보건부의 주도 사업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여 결정 이전에 우리가 왜 여러분의 참여를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에 수반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아래 정보를 읽어 보시고, 원하시면 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이 활동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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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저희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향상을 위한 본 기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에게 연락해주세요.

나에게 왜 참여를 요청했나요?

우리는 본 기관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소중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면 무슨 일을 요청받게 되나요?

여러분이 참여에 동의하면 서면, 구두 혹은 디지털 동의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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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할 것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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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활동

Foc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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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활동을 위한 일시와 장소를 알릴 것이고 수반되는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이/가 참여에 필요한 특정 기준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성별, 지역사회와 문화적 배경,
기술적 요건 등입니다.

참여에 따르는 리스크와 이점이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위험성은
낮다 low
보통이다
고 생각합니다.

medium

높다

high

저희와 대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힘든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으므로 참여할 때
피곤해지거나 감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휴식 혹은 활동 중지를 제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중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나중에 그만 하고 싶으면?
이 활동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참여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도 언제든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NSW 보건부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고 결과에는 어떤 일이 따르나요?

여러분이 나누는 정보는 NSW의 보건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서면 보고, 발표 및 기타 유사한
자료는 NSW 보건부 내에서만 공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익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전문가 컨퍼런스와 본 기관의 웹사이트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잡지 혹은 학술지에 출판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기관과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밀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참여 활동은 리코딩 혹은 전사가 가능하며 해당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인가된 사람들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 보고와 발표는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정보에서 신원 정보가 제거되고 여러분은 익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리코딩을 위해 그리고 선호사항
관리를 위해 여러분에게 동의서가 제공될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우려사항 혹은 불만 제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에게 연락하여 이 활동에 대한 문의, 우려사항 혹은 불만 제기를 알릴 수 있습니다.
Project contact name:
Email:

Phone number:

토의에 참여하면 경비가 드나요? 그럴 경우 변제가 되나요?

이 활동 참여에는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변제될 것입니다 (예: 교통비, 음식비,
인쇄비 등).
참여에 대한 보수가 여러분에게 지불

감사합니다

될

Will

되지 않을 Will not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경험 공유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하여 저희와
면접하기를 원하시면 첨부한 참여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이 안내서는 여러분의 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