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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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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Survey (Korean)
The patient survey assesses patients’ knowledge and attitudes around 
antibiotic use and resistance,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about patient-
provider communication when they present with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ymptoms. The patient survey is also an educational tool—the 
responses to the survey questions about antibiotic use and resistance are 
provided back to the patient after they return their response. 

The patient survey is available in seven languages: Bengali, French 
Creole, English, Korean,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This file 
includes the patient survey and answer key in Korea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and usage of this tool, or 
versions in different languages, see the full toolkit at the UHF website, 
www.uhfnyc.org.

The strategies, recommendations, and tools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are intended to provide a basic 
framework for improving outpatient antibiotic prescribing practices that can be customized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practices regardless of size, academic teaching status, staffing model, patient 
population, or available resources. United Hospital Fund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regarding the toolki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medical or leg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nor should 
the informatio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linical or legal judgment. UHF does not assume liability for 
any damage or injury from the use or misuse of any information provided herein. We ask that you please 
acknowledge United Hospital Fund in the use of this resource, even if you modify or adapt it. Any use, 
modification, or adaptation of this resource is done at the user’s discretion and the user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

Funds for this toolkit were provided consistent with multidrug resistant research activities of the Milstein 
Programs in chemical biology and medicinal chemistry directed by Dr. Carl Nathan at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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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연합기금 및 [Insert Hospital Name] 항생제 사용 설문조사 

항생제는 일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보건의료 제공자가 처방하는 약물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의 예로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Z-팩 등이 있습니다. 

[Insert Hospital Name] 은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아래 설문조사에서 제공하는 답변은 저희가 항생제 사용에 관한 환자 교육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익명 취급됩니다.  

1. 방문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a. �  상기도 감염 증상 (예: 콧물, 기침, 인후통) 
b. �  기타 증상 

 

2. 상기도 감염 증상 (예: 콧물, 기침, 인후통) 때문에 
오늘 방문하신 경우,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예 
b. � 아니요  
c. � 모르겠음  
d. � 해당 없음 (다른 이유 때문에 방문함) 

 

3. 항생제는 무슨 원인에 의한 감염과 싸웁니까? 
a. � 바이러스 
b. � 박테리아 
c. �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4. 대부분의 기침과 감기는 항생제 없이 개선됩니다.  
a. � 그렇다 
b. � 아니다 

 

5. 다음 중 어느 질환을 항생제로 치료해야 합니까? 
(주의: 1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음) 
a. � 콧물 
b. � 인플루엔자 
c. � 감기 
d. � 패혈성 인두염 (Strep throat) 
e. � 기관지염 

 

6.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는 
항생제의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a. � 그렇다 
b. � 아니다 

7. 향후 감염을 치료하는 데 잔여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 그렇다 
b. � 아니다 

 
8. 며칠 후 상태가 나아지면 조기에 항생제를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a. � 그렇다 
b. � 아니다 

 

9. 보건의료 제공자를 보지 않고 친척이나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항생제를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a. � 그렇다 
b. � 아니다 

 

10. 연령을 선택하십시오. 
a. � 18-29세 
b. � 30-49세 
c. � 50-64세 
d. � 65세 이상 

 

11.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a. � 남성  
b. � 여성 
c. � 기타 

 

12. 선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a. � 영어  
b. � 스페인어 
c. � 러시아어  
d. � 중국어 
e. � 기타: ____________ 

해당되는 경우 뒷면을 작성해 주십시오. 

상기도 감염 증상 (예: 콧물, 기침, 인후통) 이외의 이유로 방문하신 경우,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도 감염 증상 (예: 콧물, 기침, 인후통) 때문에 오늘 방문하신 경우, 방문을 마친 후에 

아래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1. 보건의료 제공자가 오늘 귀하에게 항생제를 
처방했습니까? 
a. � 예 

b. � 아니요 
c. � 모르겠음 

 



 

2. 보건의료 제공자는 처방한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간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a. � 예 
b. � 아니요 
c. � 해당 없음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았음) 

 
3. 보건의료 제공자는 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는지 시간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a. � 예 
b. � 아니요 
c. � 해당 없음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4. 항생제 처방 유무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자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a. � 예 

b. � 아니요  
c. � 모르겠음 

 
 

5.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 
제공자는 저의 증상에 대한 다른 치료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a. � 예 
b. � 아니요 
c. � 모르겠음 

 
 

 

 
 

본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연합기금 및 [Insert Hospital Name] 항생제 사용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항생제 관련 일반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래에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항생제는 무슨 원인에 의한 감염과 싸웁니까? 
a. 바이러스 
b. 박테리아 

c.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2. 대부분의 기침과 감기는 항생제 없이 개선됩니다.  
a. 그렇다 

b. 아니다 
 

3. 다음 중 어느 질환을 항생제로 치료해야 합니까? (주의: 1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음) 
a. 콧물 
b. 인플루엔자 
c. 감기 
d. 패혈성 인두염 (Strep throat) 
e. 기관지염 

 
4.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는 항생제의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a. 그렇다 

b. 아니다 
 

5. 향후 감염을 치료하는 데 잔여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그렇다 
b. 아니다 

 
6. 며칠 후 상태가 나아지면 조기에 항생제를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a. 그렇다 
b. 아니다 

 
7. 보건의료 제공자를 보지 않고 친척이나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항생제를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a. 그렇다 
b.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