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비디오 평론가가 될 때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계속 읽어보세요. UCLA 

BRITE 센터  (Vickie Mays PhD MPH)께서 청소년 흡연의 예방에 관한 YouTube 동영상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고 싶으신가를 묻는 양식입니다. 참여에 동의하시기 전에, 연구팀의 일원이 귀하에게 

연구에 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귀하께서 관심이 있고 14세 이상이면 흡연 경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흡연에 대한 흥미로운 동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영상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20~2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는 경품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250, $100, $75, $50 및 $25 상당의 5개 아마존 선물 카드 중 

하나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250달러의 Amazon 선물 카드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50 달러짜리 선물 카드는 처음 2주간 참여해주신 분들 한에서 추첨이 

됩니다. 

나머지 경품들은 다음 4주 동안 1주에 1개씩 수여 됩니다. 100 달러짜리 선물 카드는 3번째 주 

마지막 날에, 75달러짜리는 4번째 주 마지막 날에, 50달러짜리는 5번째 주 마지막 날에, 그리고 

25달러짜리는 6번째 주 마지막 날에 추첨이 됩니다!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을 읽고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UCLA Brite 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britecenter.org).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연구 참여 동의서 간단 양식 

  

 흡연 중단의 수용 가능성과 적합성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Vickie Mays(UCLA의 BRITE 과학 및 심리학과 브리징 연구, 혁신, 교육 및 교육 센터 책임자) 가 운영하는 연구팀인 

한국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진의 주된 목표는 특정 연령층의 흡연 행태를 

조사해 미국 내 한국 청소년(14~19세)의 금연을 장려해 흡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중 보건 문제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집되었으며 귀하의 본 연구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고 있습니까? 

이 연구는 14세에서 19세 사이의 현재 또는 과거의 흡연자인 한국인 젊은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app) 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대 전화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금연 비디오에 대한 짧은 평가는 금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비디오 (있는 경우)에 

대한 결정을 안내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연구원은 자신과 흡연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일련의 흡연 관련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요청 받게 됩니다. 

  

측량 

연령, 흡연 습관 및 흡연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인구 통계 학적 설문 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어서 4개의 흡연 

관련 동영상을 보게 되며 각 동영상에 대해 콘텐츠, 기간 및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이것은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연구 조사에 얼마나 걸릴 것입니까? 

연구 참여는 최대 15분이 소요됩니다. 
  

참여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이 연구의 잠재 위험은 미미합니다. 유지되는 개인 식별 정보는 귀하의 IP 주소이며, 재등록을 막기 위해 연구가 

열려있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주체가 등록되면 IP 주소가 포함된 파일이 삭제됩니다. 설문 조사 및 동영상에 

대한 모든 답변은 기밀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면 잠재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연구 참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면 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참여에 대한 지불은 없습니다. $250, $100, $75, $50 또는 $25 상당의 Amazon 선물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추첨 

행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와 2주 (이메일을 보낸 날로부터 2주 후에 삽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50 선물 

카드의 추첨을 통해 추첨이 됩니다. 나머지 상금은 다음 4주 동안 주당 1점씩 수여 됩니다. 3 주차에 참여하는 고객은 

100달러짜리 선물 카드로 추첨이 됩니다. 4 학년 학생들은 75달러짜리 선물 카드로 추첨이 됩니다. 5 학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0 선물 카드를 위한 추첨식 수영장으로, 6 주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5 선물 카드의 추첨 수영장으로 모일 

것입니다. 

추첨에 참여하려면 연구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연구를 완료할 수 없으면 

uclabritecenter@g.ucla.edu의 연구 조교에게 연락하십시오. 대략적인 승률은 참가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내 정보가 기밀로 유지됩니까? 

귀하에 관한 정보는 연방 기밀 유지 증명서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는 법원의 요청이 있어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인증서는 우리가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귀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연구를 위해 

귀하에게 정보를 공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인증서는 다른 연구자가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는 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인증서가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귀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귀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 양식에 설명된 사용, 고용, 보험 또는 진료를 위해 공개 

서식에 서명하는 경우). 

● 연방 기관이 자금 지원 연구를 감사 또는 평가합니다. 

자신을 식별하는 유일한 정보는 IP 주소입니다. 이 정보는 설문 조사 또는 비디오에 대한 응답과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한 모든 응답은 귀하의 이름이 아닌 고유한 코드 번호를 사용하여 코딩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데이터는 향후 PI 또는 연구팀을 위해 

저장될 것입니다. 

조사관 참여 철회  

조사관은 영장 요청 (예: 하나 이상의 설문 조사 참여)'에 있는 경우 연구 참여에서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때 내 권리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실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참여 도중에 그만두기로 하셔도, 어떠한 처벌도 없으며,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은 없습니다. 

● 질문이나 답변을 원하지 않는 비디오 / 비디오 부분을 건너뛰고 여전히 회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관한 질문에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연구 조사 또는 데이터 / 동의 철회의 경우 즉시 아래 열거된 연구자 중 한 명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에 대한 질문, 의견 

또는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Steve Shoptaw PhD (310) 794-6206 또는 sshoptaw@mednet.ucla.edu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 주제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우려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UCLA OHRPP (310) 206-2040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메일: participants@research.ucla.edu 

또는 우편 : Box 951406,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95-1406 

  

 *** 다음 연구 / 연구에 참여하고 BRITE 센터에서 수집하고 분석할 데이터에 대해 동의를 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당신은 적어도 14세입니다. *** 

 ****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이름에 관해 질문할 때 귀하의 성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에 대해 고유한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귀하의 사용자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귀하가 연구를 

나가기를 선택한 경우). 참여를 선택하지 않고 동의 철회를 선택하면 당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고유한 사용자 

이름과 IP 주소를 제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식별하고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