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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Q-9) 

 
(예시) 어떤 건강상의 불편/문제/질병에 관한 상담이셨는지 적어주십시오. 

          

 

(예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셨는지 적어주십시오. 

 

  

다음은 위에서 응답하신 귀하의 의사결정상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담당의사는 나에게 해야 할 결정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었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2. 담당의사는 내가 의사결정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했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3. 담당의사는 내 상태를 치료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4. 담당의사는 각 치료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었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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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의사는 내가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6. 담당의사는 내가 어떤 치료방법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7. 담당의사와 나는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해 자세히 비교평가해 보았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8. 담당의사와 나는 함께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9. 담당의사와 나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지에 대해 합의하였다 

전혀 동의안함 거의 동의안함 별로 동의안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함 완전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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