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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지원 연구를 위한 읽기 쉬운 정보 양식 (Easy Read
Information Form for research about peer support)
프로젝트 명칭: 동료 지지 단체의 장애인을 위한 동료 지지의
혜택과 어려움 조사하기: 공동제작 프로젝트 (Project Name:
Exploring benefits and challenges of peer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peer support organisations: A coproduction project)
조사관 (Investigators):














메리딧 타베너 박사, 교수, 의료 및 공중 보건학 스쿨, 뉴카슬
대학교, 조사관/연구원
조지 아윱, 실제 체험 연구원, 다양성과 장애 동맹(DDA)
레일린 보크, 실제 체험 연구원, 지역사회 장애 동맹 헌터
(CDAH)
줄리 두옹, 실제 체험 연구원, DDA
캐리 헤이터, 교수, 사회사업학 스쿨, 호주 응용 심리학 칼리지
학장, 캐리 헤이터 컨설팅 – 공동 코디네이터 수석 연구원/
조사관
줄리 마길, 실제 체험 연구원, DDA
셰일리 프라이어, 실제 체험 연구원, CDAH
캐서린 월쉬, 동료 개발 담당관/연구원, DDA
시아올롱 (데이비드) 양, 실제 체험 연구원, DDA
지역사회 장애 동맹 헌터 - 연구 협력 기관
다양성과 장애 동맹 - 연구 협력 기관

인간 연구 윤리 위원회 (HREC) 승인 번호:
H-202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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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장애 동맹 헌터 (DDA) 및
다양성 장애 동맹 (DDA)에서 동료
지지 연구에 참여하시길 초청합니다.
이는 CDAH 와 DDA,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동료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양식 이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Carrie Hayter 에게 0415
348 057 로 연락하거나
carriehayter@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동료 지지 참여에 대한
생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지지는 장애인이 서로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도중에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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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캐리 헤이터와 메리딧
타베너 그리고 실제 체험이 있는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리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딧은 뉴카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이 있는
연구원들은 CDAH 와 DDA
출신입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동료 지지에 대해
가르치는 훈련을 했던 사람

 동료 지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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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동료 지지를
제공하는 장애인
 장애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동료
지지를 제공하는 장애인

아래와 같이 물어볼 것입니다.

 동료 지지를 좋아했나요? 그
이유는?

 동료 지지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변화가
안되었나요?

 동료 지지에 대해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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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지지에 대해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아래 방법으로 저희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에서

이 그룹은 8 명 이하일 것입니다.
연구원 2 명이 있을 것입니다.

1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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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지지하도록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저희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혹은 지지해 주는 사람과 함께

45 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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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oto by

 또한 여러분에게 동료 지지 훈련에
대해 답변하시도록 설문조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No 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No 라고 해도 아무도 화내지
않습니다.

참여하고 나중에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답할 질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N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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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가 대답을 했는 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구에 대해 쓰거나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은
비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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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내용을 인쇄본으로
요청하실 수 있고 어느 부분이든지
변경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이야기하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연구 결과물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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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세요.
Carrie Hayter 또는 0415 348 057 또는
이메일 carriehayter@gmail.com 또는
Meredith Tavener 전화 (02) 4042 0684
또는 이메일
meredith.tavener@newcastle.edu.au

본 연구 참가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거나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본 연구원에게
연락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혹은 독립된
사람을 선호할 경우, 아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연구 윤리 담당관, 연구 및 혁신
서비스, 뉴카슬 대학교, University Drive,
Callaghan NSW 2308, Australia
전화 (02) 4921 6333,
이메일 Human-Ethics@newcastle.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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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장애 동맹 (Diversity
Disability Alliance)의 Ace
Boncato 에게 전화 0434 354 114
또는
지역사회 장애 동맹 헌터
(Community Disability Alliance
Hunter)의 Andrew Vodic 에게 전화
0490 053 454

또한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번호: 9370 3100
이들은 옹호를 제공하고 서비스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시면 연구 내용을 이해한 후에 참여를 원할 경우,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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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여러 부분에 대한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룹으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이야기하거나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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