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您您的的隐隐私私如如何何得得到到保保护护？？
你提供给采访人员的信息是保密的, 并受到2020
年《隐私法》以及我们所采取的保障措施的保
护。

我们通过以下方式确保安全性：
• 保持数据安全，防止未经授权的访问和使用
• 不公布可能识别个人身份的信息

您在调查中给出的答案会与其他人的答案
相合并，得出群组结果。例如，我们想要
了解新西兰患有哮喘病儿童的百分比。

我我在在哪哪里里可可以以找找到到调调查查的的结结果果？？

新西兰健康调查的结果可以在卫生部网站上找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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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新西西兰兰健健康康调调查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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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
본인이 인터뷰 진행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비밀보장이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2020과 저희가
지정한 개인보호 방침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를 보장합니다.

•관계자 외 데이타 접근 및 사용 금지

•신상공개 우려가 있는 정보의 공개 금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답변은 다른 참여자의
답변에 보태져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부에서는 뉴질랜드
어린이들의 천식 비율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확인은 어디에서?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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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부 웹사이트:
www.health.govt.nz/nzhealthsurvey에서 아
니면CBGHealthResearch 0800 478 783 
(8.30am-9pm,7 days)로 전화하시거나
www.nzhs.org.nz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participant in this survey, you can contact 
an independent health and disability advocate 
for free advice. Telephone: 0800 555 050
Email:advocacy@hdc.org.nz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는 다지역 윤리 위원회(Multi-
region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안내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
참여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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需需要要更更多多的的信信息息？？
关于新西兰健康调查的更多信息, 请访问卫生部
网站：
www.health.govt.nz/nzhealthsurvey
或致电 Reach Aotearoa
CBG健康研究公司：0800 478 783
（上午9-晚上9点, 7天）或访问网页：
www.nzhs.org.nz
如果您对自己作为本调查问卷参与者的权利
有任何疑问，则可以联系独立的健康和残疾
倡权机构获得免费咨询。

电话：0800 555 050

Email: 电子邮箱：advocacy@hdc.org.nz

新新西西兰兰健健康康调调查查已已经经得得到到多多地地区区伦伦理理委委员员会会的的
批批准准。。

感感谢谢您您阅阅读读该该手手册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에 수집된 정보는
•뉴질랜드 국민의 건강과 보건 서비스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돕기위한 보건 서비스,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중에 보건 조사연구원들이 본인의 건강과 보건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부에서는 인터뷰 말미에 추가 연락에
대해 동의 하신 분들만 추가 연구에 초청합니다.
나중에 추가 연구에 초정이 되어도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면 참여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설문조사 결과를 다른 정부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수집되는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할것입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국가전체의 보건에 어떤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더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안전히 저장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서로
연결된 데이터들의 이용 사례에 대해 아시고
싶으시면www.stats.govt.nz/integrated-da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집행자는?
보건부에서는CBGHealthResearch회사와 계약을 하여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집행합니다.
CBGHealthResearch는 설문조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뉴질랜드 회사입니다.

설문 참여 대상자는 누구?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등록된 집주소에서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선발된 가정에서는 어른과 자녀 각 한
명에게 설문조사가 요청됩니다.자녀가 15세 미만 일
경우 자녀를 대신해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도록요청됩니다.
보건부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원하시면 참여 거부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인터뷰는 어른일 경우 약45분, 어린이일 경우 약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뷰는 본인과 본인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진행됩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가?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는

•일반 건강 상태와 질병에 대한 정보
•사용하신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접근시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천식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말해주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비용때문에 의사를
만나지 않은적이 있습니까?

•보통24시간 동안 낮잠을 포함해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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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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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 자녀가 천식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말해주었습니까?

•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비용때문에 의사를
만나지 않은적이 있습니까?

• 보통 24시간 동안 낮잠을 포함해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인터뷰 진행자가 본인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및
혈압 측정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이러한 수치들을 재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인터뷰 진행자에게 말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란?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는 뉴질랜드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매년 약 14,000 뉴질랜드
가정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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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건 조사연구원들이 본인의 건강과 보건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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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체의 보건에 어떤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더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안전히 저장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서로
연결된 데이터들의 이용 사례에 대해 아시고
싶으시면www.stats.govt.nz/integrated-da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집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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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집행합니다.
CBGHealthResearch는 설문조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뉴질랜드 회사입니다.

설문 참여 대상자는 누구?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등록된 집주소에서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선발된 가정에서는 어른과 자녀 각 한
명에게 설문조사가 요청됩니다.자녀가 15세 미만 일
경우 자녀를 대신해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도록요청됩니다.
보건부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원하시면 참여 거부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인터뷰는 어른일 경우 약45분, 어린이일 경우 약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뷰는 본인과 본인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진행됩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가?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는

•일반 건강 상태와 질병에 대한 정보
•사용하신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 접근시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천식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말해주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비용때문에 의사를
만나지 않은적이 있습니까?

•보통24시간 동안 낮잠을 포함해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인터뷰 진행자가 본인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및
혈압 측정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이러한 수치들을 재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인터뷰 진행자에게 말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란?
뉴질랜드 헬스 설문조사는 뉴질랜드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매년 약14,000뉴질랜드
가정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新新西西兰兰健健康康调调查查是是什什么么？？

新西兰健康调查问卷采集新西兰人的健
康和他们所使用健康服务相关的信息。
每年，约有14,000个新西兰家庭参与了该
调查。

谁谁在在开开展展调调查查？？
卫生部与一家名为 Reach Aotearoa 的公司签订合同，
开展新西兰健康调查。Reach Aotearoa 究公司是一家在
开展调查方面经验丰富的新西兰公司。

谁谁要要来来参参加加？？
我们都是随机选择新西兰各地的地址。在每个被选中
的家庭中，我们将邀请一名成人和一名儿童（如果有
的话）参加调查。15岁以下儿童的父母或法定监护人
将被邀请代表其完成调查。我们非常感谢您能参与进
来。但如果您不愿意，也可以拒绝。

需需要要花花多多长长时时间间完完成成调调查查？？
成人的采访大约需要45分钟，儿童的采访大约需要25
分钟。采访可以在您和家人方便的时间进行。

收收集集哪哪些些信信息息？？
新西兰健康调查收集以下信息：

• 常见的健康状况和疾病
• 使用的卫生服务和获得卫生服务遇到的障碍
• 影响健康的因素

这里有一些问题的例子：

• 是否医生告诉过您，您的孩子有哮喘病？

 您是否曾经有医疗健康问题，但因为费用原因
未去就医？

 您通常在24小时内有多少个小时的睡眠时间，
包括午睡和正常睡眠时间？

• 

• 

采访人员还可能要求测量您的身高、体重、腰
围和血压。
但是，如果您不愿意提供任何这些测量数据，
您可以直接告诉采访人员。

这这些些信信息息用用来来做做什什么么？？
新西兰健康调查的信息被用来：

• 监测新西兰人的健康状况及其健康服务的使
用状况

• 发展保健服务、政策和方案，帮助更多的新
西兰人

在未来，健康研究人员可能希望就有关健康或健康
服务的后续研究联系你。只有在访谈结束时你同意
这样做，我们才会邀请你参加后续研究。如果你被
邀请参加任何未来的研究，如果你不想参加，则可
以随时拒绝。

在访谈结束时，我们还将征求您的同意，将您的调
查结果与政府机构例行收集的其他数据关联起来。
此步骤使研究人员能够更好地了解影响我们国家健
康的方面。更多关于您的数据被安全保存的信息，
以及关于我们如何使用关联数据的例子，请参见：

www.stats.govt.nz/integrated-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