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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 책임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의서를 받은 연구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동의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귀하”는 연구 참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조사 연구에 
피험자의 참여를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옵션 연구 부록 
 
귀하는 몇 가지 옵션 연구에 참여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귀하가 옵션 연구 어느 것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기본 조사 연구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시고 가족 및 친구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옵션 조사 연구에 대한 귀하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며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혜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옵션 조사 연구에 참여할 지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옵션 연구 #1: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2: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3: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4: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5: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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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6: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7: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8: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9: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옵션 연구 #10:  
 해당사항 없음 

 예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아니오             이름 머리글자      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참가자 서명            일자 
또는 법적 권한 있는 대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적 권한 있는 대리인과 참가자와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통역사/입회인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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