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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Experiences Questionnaire(CHEQ)는 유치원 학년 초반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는 

설문지입니다. CHEQ는 어린이의 건강과 웰빙, 교육 및 사회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CHEQ를 통해 교사, 학교 관리자 및 커뮤니티 파트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군에서는 CHEQ를 

관리하기 위해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HELP)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요 

 

• CHEQ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 정보는 개인, 학급, 학교 및 학군 보고서에 요약되어 제공됩니다. 

 

CHEQ 작성은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입니다. 귀하에게는 CHEQ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하기로 선택하셔도, "철회"를 클릭하여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귀하나 귀하의 자녀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CHEQ를 일부 또는 전부 작성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HEQ는 영어, 중국어 간체 및 펀자브어로 제공되며, 영어로 질문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EQ 작성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CHEQ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부에는 귀하 자녀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고 

개인, 학급, 학교 및 학군 보고서에 사용됩니다. 이 보고서의 정보는 교직원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관행 지침을 따르며 이러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2부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예: 고용, 교육, 소득)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고, 비밀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자녀의 학교나 학군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되고 이 데이터는 귀하의 동네와 커뮤니티 관련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부는 COVID-19 팬데믹 관련 질문으로, 귀하의 답변은 다른 

학부모/보호자의 답변과 합쳐지고 학교, 학군 및 동네 수준에서 익명으로 교직원과 공유됩니다. 

 

The Childhood Experiences Questionnaire 

주 연구원: 
알리사 알마스(Alisa Almas) 박사, 연구 부교수,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UBC, alisa.almas@ubc.ca (604-827-1518) 

주 연락처: 
로베르타 오브라이언(Roberta O’Brien), CHEQ/EDI 구현 관리자,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UBC, roberta.obrien@ubc.ca (604-916-1051) 

날짜: 2021년 9월 

mailto:alisa.almas@ubc.ca
mailto:roberta.obrien@ubc.ca


CHEQ Parent/Guardian Consent Letter                 H20-02241| Version: July 2021 

    2 of 2 

 

학교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학교에서는 CHEQ 관리와 학교 계획을 위해 귀하 자녀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연구 목적을 위해 자녀의 

이름을 HELP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CHEQ 정보가 연구 간행물이나 공개 문서에 사용되는 경우, 

CHEQ에서 귀하가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다른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답변과 합쳐지고 귀하의 개별 

답변은 전혀 식별되지 않습니다.  

 

HELP는 CHEQ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는 UBC의 안전한 

연구 환경에 보관되어, 연방, 지방 또는 준주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CHEQ 데이터는 어린이의 웰빙, 건강 및 학교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 수준에서 Early Development Instrument 또는 Middle Years Development Instrument 

등의 기타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지만, 승인된 연구 계약에 따라 HELP 승인 연구원이 연구, 계획 또는 

평가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수준 데이터는 연구, 프로그램 평가 및 계획을 위해 그룹 

수준에서만 사용하도록 BC주 정부 부처와 공유됩니다. 귀하 자녀의 CHEQ 데이터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우려 사항은 HELP의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privacy@help.ubc.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커뮤니티는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까?  

CHEQ 정보를 통해 학교, 프로그램 기획자 및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기 경험 제공 방법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Q를 작성함으로써,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전략적으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와 혼란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HEQ에는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와 

가족에게 팬데믹이 미치는 2차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설문지 작성할 때 원하시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CHEQ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CHEQ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rlylearning.ubc.ca/cheq/.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로베르타 오브라이언(Roberta O’Brien)(Roberta.obrien@ubc.ca 또는 

604-916-1051)에게 문의하시거나 제게(alisa.almas@ubc.ca 또는 604-827-1518)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자 권리 또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의 경험에 대한 우려나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UBC 연구 윤리 사무국, 연구 참여자 이의 제기 라인에 604-822-8598로 

문의하시거나, RSIL@ors.ubc.ca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1-877-822-8598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리사 알마스(Alisa Almas) 박사  

연구 부교수 겸 주 연구원 

CHEQ 프로젝트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인구 및 공중 보건 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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