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필요 선별 도구
(환자 양식 - 긴 버전)
“점수 계산 지침:
주택, 음식, 교통, 전기/가스/석유/수도 등 공공 요금, 자녀
양육, 직장, 교육, 그리고 재정 질문의 경우: 밑줄이 쳐진
답변은 해당 범주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개인 안전 질문의 경우: 답변의 점수를 모두 합했을 때 10
보다 큰 점수가 나오면 개인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주택
1. 오늘 귀하의 주택 상황은 어떻습니까?1
 이 없습니다(다른 사람과 호텔, 쉼터, 거리, 해변가,
집
자동차, 버려진 건물, 버스역, 기차역, 공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집이 있지만, 언제고 집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교통
5. 	지난 12개월 동안, 교통편 부족으로 진찰, 미팅,
직장에 가지 못하거나 일상 용품의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1
네. 진찰을 받지 못했거나 약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네
 . 진찰 이외의 약속, 모임이나 직장에 갈 수
없었으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오

전기/가스/석유/수도 및 공공 요금
6.	
지난 12개월 동안 전기, 가스, 석유 또는 수도 회사에서
귀하의 집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4
예
아니오
이미 차단되었음

2.	
귀하가 사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2
벌레 출몰
곰팡이
납 페인트 혹은 파이프
열악한 난방
오븐 혹은 스토브 고장
연기 감지기가 없거나 고장
누수
위 해당 사항 없음

자녀 양육

음식

교육

3.	
지난 12개월 동안, 음식을 더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전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까? 3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재정

4. 지
 난 12개월 동안, 구입한 음식이 오래 가지 않았으며
음식을 더 살 돈이 없었습니까?3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7.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5
예
아니오

직장
8. 직업이 있습니까?6
예
아니오

9.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6
예
아니오

10.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십니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7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거의 그런 적이 없다
가끔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항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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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
11. 가
 족을 포함한 누군가로 부터 얼마나 자주 육체적 상해를
입으십니까?8
___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
___ 거의 그런 적이 없다 (2)
___ 가끔 그런 적이 있다 (3)
___ 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4)
___ 자주 그런 적이 있다 (5)
12. 가
 족을 포함한 누군가로 부터 얼마나 자주 모욕이나
멸시를 당하십니까?88
___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
___ 거의 그런 적이 없다 (2)
___ 가끔 그런 적이 있다 (3)
___ 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4)
___ 자주 그런 적이 있다 (5)
13. 가
 족을 포함한 누군가로 부터 얼마나 자주 해를 가하는
위협을 당하십니까?88
___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
___ 거의 그런 적이 없다 (2)
___ 가끔 그런 적이 있다 (3)
___ 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4)
___ 자주 그런 적이 있다 (5)
14. 가
 족을 포함한 누군가가 얼마나 자주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합니까 ?8
___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
___ 거의 그런 적이 없다 (2)
___ 가끔 그런 적이 있다 (3)
___ 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4)
___ 자주 그런 적이 있다 (5)

0

11번-14번 질문의 합계 점수: _________
10을 초과하는 점수는 개인의 안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지원

15. 이러한 필요성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오

1-6번 질문과 11-14번 질문은 참조 섹션에 나열되어 있는
출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10가지 질문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NAM, 국립 의약품 연구소)이 채택하였으며, 허가를
받고 본 서류에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NAM 질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llioux A., Verlander K, Anthony S, Alley D. 임상 환경에서의
건강 관련 사회적 필요 표준 검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커뮤니티 검사 도구. 토론 페이퍼. National Academy of
Medicine(국립 의약품 연구소). Washington, DC. www.nam.
edu/wp-content/uploads/2017/05/Standardized-Screeningfor-Health-Related-Social-Needs-in-Clinical-Settings.pdf. 자료
이용 일자 2018년 10월 3일
7-10번 질문은 참조 섹션에 나열되어 있는 출처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Health Leads가 채택한 질문이며
본 문서에서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Health Leads 질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alth Leads. 사회적 필요 검사 도구 키트. www.
healthleadsusa.org/wp-content/uploads/2016/07/HealthLeads-Screening-Toolkit-July-2016.pdf. 자료 이용 일자 2018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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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 EveryONE 프로젝트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EveryOne 프로젝트는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AAFP, 미국 가정 의학회)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받음으로써, 여러분께서는 EveryONE 프로젝트 자료를 교육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것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EveryONE
프로젝트 자료는 어떤 식으로든 수정될 수 없으며,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AAFP의 보증을 진술하거나 암시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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