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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report measure is a useful tool for evaluating self-recognized disability and difficulty in daily

living activities. Although many studies and clinics used the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NPDS) for

measuring neck pain and functional impairment, there has not been much adaptation of this for use with

Korean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NPDS among

Korean neck pain patients. Fifty-five subjects (32 males, 23 females) with neck pain enrolled in this

study. They completed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NPDS measures pain intensity;

its interference with vocational, emotional, recreational, social, and functional aspects of living; and the

presence and extent of associated factors. Rel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 (ICC) and Cronbach's alpha for internal consistency. Validity was examined by correlating the

NPDS scores to the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ver-

sions of the NPDS was good ICC (2,1)=.86 (95%CI .76～.92). Cronbach's alpha value for NPDS was

found to be .93,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coefficient was

.79 (p<.01). We conclude that the Korean version of NPDS has been shown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

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neck pain. Successful linguistic and cultural translation will admit appro-

priate cross-cultural comparison for clinical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be used as

an adequate evaluation scale for neck pain related studies and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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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부 통증은 편타성손상(whiplash injury), 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육통(fibromyalgia), 경완신경총증후군(cervicobrachial

syndrome)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발한, 고열,

체중감소, 연하장애, 쉰소리 등의 증상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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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errari와 Russell, 2003).

경부 문제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치료사가

경부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움직임 범위를 측정하는

관절가동범위검사, 뼈와 관절의 상태나 경추의 정렬상태

를 알 수 있는 방사선촬영이 있다(Kellgren과 Lawrence,

1957). 또한 환자 직접 자신의 통증 정도를 표현하는 방

식인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Huskisson, 1974), 근래에는 단순한 통

증뿐만 아니라 전반적 생활의 불편과 심리적, 정서적 영

향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보고측정(self-report meas-

ures)방법이 사용되고 있다(Pietrobon 등, 2002).

환자의 기능 상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증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Patrick과 Deyo, 1989), 경부의 통증은 한 부위에 국한

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소적인 해부학적 문제로만 평가하기

가 어렵다(Barry와 Jenner, 1995). Johnson과 Lucas

(1997)의 연구에서는 경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470명 중 54％의

환자가 단순한 퇴행성변화로 나타났고, 35％가 정상소

견, 8.5％가 근육 경련(muscle spasm), 나머지가 선천적

기형이나 오래된 압박 골절 등으로 나타나서 경부의 통

증을 진단하는데 방사선영상 평가 방법의 한계를 보였

다. 또한 Borghouts 등(1998)은 경부 추간판탈출과 퇴

행성 변화를 나타낸 방사선 진단결과가 급성 경부 통증

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로 임상에서 방사선 영

상으로 인한 예후 평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Pietrobon 등(2002)은 기존의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단

순히 해부학적 문제와 임상적인 증상에 초점을 맞춘 평

가방식으로부터 환자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나타나

는 문제를 기능적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기능적 척도의 평가는 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질병의 상태와 같은 독립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Abdulwahab, 1999).

경부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평가방법인 Neck Disability Index(NDI)는 요통설문

지인 Oswestry Low Back Pain Disability Questionnaire

(ODQ)(Fairbank 등, 1980)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10

개의 항목에 대하여 0점(통증 없음 또는 기능 장애 없

음)에서 5점(참을 수 없는 통증 또는 완전한 기능장애)

까지 평가할 수 있다(Vernon과 Mior, 1991). 또한 이

NDI를 기본 틀로 하여 Copenhagen Neck Functional

Disability Scale(Jordan 등, 1998)과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NPQ)(Leak 등, 1994)가 만들

어져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NDI는 통증이 심한 환

자에게서는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천장효과

(ceiling effect)가 발생하였고(Riddle과 Stratford, 1998),

항목의 배열 순서를 다르게 했을 때 점수의 변화 나타

나는 순서 효과(order effect)가 보고되었다(Hains 등,

1998). 위에서 소개한 3가지 평가지와는 다르게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NPDS)은 Million Visual

Analogue Scale(Million 등, 1981)을 기본 틀로 만들어졌

으며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다른 평가들보다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수가 많고 다면적(multidimensional)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10 ㎝의 직선 위에 환

자가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각상사척도 방식으로 평

가하고 0점(정상 기능)부터 5점(가장 심한 통증이나 기

능 불능)까지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Wheeler 등,

1999). NDI 평가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장에 의한 의미상

혼란과 척도들 사이의 균등 배분에 대한 문제가 적고 시

각상사척도가 사용자에게 친숙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Pietrobon 등, 2002). 최근 경부의 평가 도구들을 비교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NPDS가 다른 경부 평가 도구보

다 측정의 고유성이 높았고(Wlodyka-Demaille 등, 2002;

Pietrobon 등, 2002)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분별하는 특

성인 민감도의 평가에 있어서도 NDI나 NPQ보다 높게

나타났다(Wlodyka-Demaille 등, 2004). 또한 통증, 관절

가동범위, 근육의 경직도, 피부 민감도 등과 경부 평가도

구들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NPDS와의 상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se 등, 2007). NPDS는

영어로부터 프랑스어(Wlodyka-Demaille 등, 2002), 터키

어(Bicer 등, 2004), 브라질-포르투갈어(Cook 등, 2006),

힌두어(Agarwal 등, 2006)로 번역되어 각각 신뢰성과 타

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경부통증 평가와 관련된 연

구가 미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에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NPDS를 원본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한

국 문화의 특성에 맞게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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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2곳의 정형외과

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경부 통증을 호소

하는 외래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부 통증이

최소 15일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관절

염, (2)경추 골절, (3)3개월 이내의 경부 수술환자, (4)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한 자, (5)악성 신생물, (6)혈관성

질환, (7)임신, (8)정신과적 문제로 설문지의 내용을 이

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본 조사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평가자는 모든 환자를 면담하고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기록하였다.

2. 측정도구

NPDS는 Million Visual Analogue Scale(Million 등,

1981)을 토대로 개발되어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0점(정상 기능)부터 5점(가장 심한 통증이나

기능 불능)사이의 척도로 평가되어 총점은 100으로 계

산된다(Wheeler 등, 1999). 전반적으로 목의 문제, 통증

의 강도, 정서적 영향, 일상생활의 장애 등 4가지 분류

에 대한 다면적 요소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Goolkasian 등, 2002).

3. 번역

설문지의 번역과정은 Beaton 등(2000)에 의해 제시

된 지침을 따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3명의 번역가

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1차 번역

(forward translation)을 하였다. 번역가는 의료 전문가

와 의료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

성되었다. 각각 번역되어 나온 3가지의 한국어 버전은

합의회의(consensus meeting)를 통해 모호한 해석부분

을 논의하고 난 후, 하나의 합의 버전(consensus ver-

sion)으로 만들어졌다. 2차 번역(backward translation)

과정은 영어가 모국어이고 두 나라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으나 전혀 의학적 지식이 없는 2명의 번역가가 참

여했다. 1차 번역 과정의 합의회의를 통해 하나로 만들

어진 합의 버전을 각각 다시 영어로 번역하였다. 마지

막으로 검토위원회(expert committee)가 모든 버전의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버전을 얻었다. 검토 위원

회는 언어학자(language professionals)를 포함한 설문

지 개발과 평가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

며 1차 번역에 참여했던 모두가 포함되었다. 검토 위원

회는 영어를 한국어로 직접적으로 번역했을 때 뜻이 명

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4. 평가방법

가. 평가-재평가 신뢰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재평가법을 사용하였

다. 첫날 설문지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같은 설문지를

재작성 하도록 하였다. 동질한 대상군의 평가를 위해서 2

번째 측정 시 5단계의 호전도(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똑같다,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를 기록하게 하였다.

두 번째 평가에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변화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호전도의 변화가 제일 큰 처음

과 끝 두 단계의 환자는 평가에서 제외시켰다(Agarwal

등, 2006; Leak 등, 1994; Wlodyka-Demaille 등, 2002). 

두 번의 평가에 대한 평가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급간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실시하고,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

을 구하여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였

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천장효과와 바닥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항목별 점수분포를 조사하였다.

나. 타당도

NPDS와 VAS를 측정하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준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측정하였

다(Mawdsley 등, 2000).

5. 분석방법

평가-재평가의 신뢰도 측정은 급간내상관계수인

ICC(2,1)를 사용하였다. NPDS의 내적 일치도는 첫 번째

평가지의 크론바하의 알파값을 구하여 평가하였다. 기준

관련 타당도분석에서 NPDS와 VAS의 상관관계를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71명의 대상자 중 두 번째 평가 시 환자의 의학

적 상태 변화가 가장 큰 처음과 끝의 두 단계의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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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세) 38.4±11.1 24 60

유병기간(개월) 19.5±29.7 1 127

몸무게(㎏) 68.9±12.8  41 9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5)

NPDS 평균±표준편차 급간내상관계수(ICC)

평가 1 43.18±20.31
.86

평가 2 39.98±18.20

표 2. NPDS의 평가-재평가 신뢰도 분석

항목 평균±표준편차 최소점수응답률(%) 최대점수응답률(%) 무응답

1 2.33±1.06 11.8 .9 0

2 2.33±.94 9.1 .9 0

3 3.62±.95 .9 9.1 0

4 2.02±1.35 6.4 1.8 3

5 1.80±1.19 5.5 1.8 0

6 1.55±1.17 9.1 .9 0

7 2.19±1.22 4.5 .9 3

8 2.22±1.42 3.6 5.5 0

9 2.22±1.41 4.5 4.5 1

10 2.24±1.31 1.8 2.7 0

11 1.61±1.16 8.2 .9 1

12 1.57±1.35 10.9 2.7 1

13 1.91±1.63 12.7 5.5 1

14 2.09±1.44 7.3 4.5 0

15 2.24±1.36 4.5 2.7 0

16 2.65±1.27 1.8 5.5 0

17 2.42±1.41 6.4 9.1 0

18 2.18±1.49 7.3 10.9 0

19 2.67±1.47 4.5 6.4 0

20 1.82±1.49 9.1 3.6 4

총점 41.58±19.27 .9 .9 해당없음

표 3. NPDS의 항목별 기술 통계량 단위: 점

재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총 55명으로

남자는 32명(58％), 여자는 23명(42％)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평균연령은 38.4세이었고, 평균 유병기간은 19.5개

월이었다(표 1).

2. 평가-재평가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첫 번째 측정결과 NPDS 점수는 43.18±20.31이었고,

두 번째 측정 점수는 39.98±18.20으로 나타났다. 평가-

재평가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급간내상관계수(ICC)로

평가하였고 NPDS ICC(2,1)는 .86(95％CI .76∼.9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2).

3. 내적 일치도

NPDS 평가지의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93로 높게 나타났다.

4. 타당도

NPDS와 VAS의 기준관련 타당도의 상관계수는

.79(p<.01)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항목별 점수 분포의 기술 통계량

각 항목별 NPDS의 평균 점수는 1.55±1.17에서

3.62±.95로 나타났으며, 20번 항목(4/55명)에서 가장 많

은 무응답이 나타났다(표 3).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부 통증과 기능불능에 대한

평가 도구가 미비함으로 NPD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55명의 경부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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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er 등(1999)은 처음으로 100명의 경부 통증 환

자를 대상으로 NPDS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r=.93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27명의 정상인과 52명

의 허리와 다리 통증환자에게 평가하여 비교한 결과 경

부통증환자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01).

이는 통증이 없는 사람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

한 통증과 비교하여 NPDS가 경부에 대한 유의한 분별

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하지만 Wheeler 등(1999)

의 연구에서는 NPDS의 평가-재평가의 신뢰도는 측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Goolkasian 등(2002)은 33명을 대

상으로 첫 번째 측정 후 1주일 지난 다음 재측정을 하

였다. 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한 신뢰도 평가에

서 매우 높은(excellent) 신뢰수준을 보였다(r=.97). 또한

프랑스의 Wlodyka-Demaille 등(2002)은 평가 후 다음

날 재평가를 했는데 100명 중 증상의 변화가 큰 8명을

제외한 92명을 대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

였다(r=.91). 본 연구에서도 경부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1차 평가 후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재방문하지 않은 환자와 5단계의 호전도 설문에 증

상의 변화가 크다고 표시한 2집단(많이 나빠짐, 많이

좋아짐)을 제외하고 최종 5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NPDS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의 알

파값을 계산했는데 그 값은 α=.93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또한 평가-재평가의 신뢰도 수준을 급간내상관계수

(ICC)로 평가하여 ICC(2,1)는 .86(95%CI .76～.92)으로

높은(good) 신뢰도를 보였다.

타당도란 그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Portney 등, 2000). 또한 타

당도의 정도는 평가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점수가 기준이

되는 다른 평가도구에서 얻어진 점수와 비교를 통해 결정

된다(Rothstein과 Echternach, 1999). Wlodyka-Demaille

등(2002)의 연구에서는 NPDS와 통증 VAS, 장애 VAS,

기능 불능 VAS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통증 VAS는

r=.52, 장애 VAS는 r=.67, 기능 불능 VAS는 r=.63로 양호

한(moderate)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부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NDI,

NPDS, NPQ를 각각의 VAS 점수와 비교했는데 NPDS가

다른 두 평가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터키의 Biecer

등(2004)의 경우에서도 NPDS가 통증 VAS와 r=.45의 상

관을 보였고, 인도의 Agarwal 등(2006)의 결과에서는

r=.48로 보통(fair)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프랑스의

Wlodyka-Demaille 등(2004)은 평가도구의 민감도를 평가

했는데 민감도는 증상의 호전과 악화정도를 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NDI와 NPQ보다 NPDS가 더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도 통증의 정도를 평가한 VAS와 NPDS

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른 나라의 연구들보다 높은

r=.79의 상관관계를 보여 한국어로 번역된 NPDS의 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최저점수 응답률과 최고

점수 응답을 조사하여 천장효과와 바닥효과를 평가하였

다(Binkley 등, 1999). 만약 한 항목의 점수가 대부분

최고점에 몰린다면 항목의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응답간 난이도를 높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응답의 분

포가 적절하게 정규분포 하여야 대상자의 다양한 상태

와 문제를 표현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천장효과와 바닥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응답

의 난이도가 적절함을 보였다(표 3).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NPDS 각 항목의 번역에서

Wlodyka-Demaille 등(2002)은 환자에게 여가활동과 사

회활동 같은 포괄적인 질문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같이

표기하였고, Bicer 등(2004)은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

였으나 7번의 운전 항목과 10번의 직업 활동 항목에서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운전 항목의 경우는 유일

하게 항목 간 상관비교에서 상관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r=.08). 비슷한 예로 독일어 버전의 NDI에서도 8번 운

전에 대한 항목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

동차가 없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87명 중 23명

(12%)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Vos 등, 2006). 그러나

인도의 경우는 운전 항목에서 인도 고유의 교통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 이륜차(two-wheeler), 인력거

(rickshaw)로 변환하여 측정한 결과 다른 항목들과 비

슷한 상관(r=.68)을 보였다(Agarwal 등, 2006). 본 연구

에서도 설문 내용 중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은 예

를 들어 설명을 했으나 운전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더

많은 3명의 무응답이 발생했다. Whleer 등(1999)의 연

구에서는 진통제의 도움을 묻는 20번 항목의 항목 간

상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r=.45), Agarwal 등(2006)의

연구에서 역시 20번 항목이 항목 간 상관이 r=.17로 가

장 낮았고 통증평가와의 상관관계에서 20번 항목을 포

함시킬 때(r=.48)보다 제외한 결과가 상관이 높게 나타

났다(r=.67). 본 연구에서도 20번 항목에서 가장 많은 4

명의 무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진통제의 복용에 대한

항목도 운전과 마찬가지로 복용하는 환자와 복용하지

않는 환자가 있어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82 -

치료사와 임상연구가들은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가진

환자의 기능 수준정도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평가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Pietrobon 등, 2002). 기

능 불능의 수준과 활동 범위에 관한 정보는 연구조사나

임상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ains 등,

1998). NPDS는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높은 심리

측정학적 고유성(psychometric properties)을 인정받았고

신뢰도와 타당성 있는 경부 평가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Agarwal 등, 2006; Bicer 등, 2004; Cook 등, 2006;

Wlodyka-Demaille 등, 2002). 본 연구를 통해 경부통증

및 기능 불능의 평가도구로 사용되는 NPDS를 한국어

로 번역하여 측정 분석한 결과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앞으로 경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를 사

용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환자

의 증상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임상적 연

구와 치료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55명의 경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

상으로 목의 통증과 불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NPDS

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평가-재평가 신뢰도 분석을 통해 NPDS

ICC(2,1)는 .86(95%CI .76∼.9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

며. 내적 일치도의 평가는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NPDS와 VAS의 기준관련 타당도는

.79(p<.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버전 NPDS를 측정 분석한

결과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경부

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환자의 증상 변화를 객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임상적 연구와 치료를 위한 기

본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용문헌
Abdulwahab SS. Treatment based on H-reflexes

testing improves disability status in patients

with cervical radiculopathy. Int J Rehabil Res.

1999;22(3):207-214.

Agarwal S, Allison GT, Agarwal A,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Hindi version of the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in cervical radiculopathy

patients. Disabil Rehabil. 2006;28(22):1405-1411.

Barry M, Jenner JR. ABC of rheumatology. Pain in

neck shoulder and arm. BMJ. 1995;

310(6973):183-186.

Beaton DE, Bombardier C, Guillemin F, et al.

Guidelines for the process of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elf-report measures. Spine.

2000;25(24):3186-3191.

Bicer A, Yazici A, Camdeviren H, et al. Assessment

of pain and disabi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Turkish version of the neck pain and dis-

ability scale. Disabil Rehabil. 2004;26(16);959-962.

Binkley JM, Stratford PW, Lott SA, et al. The

Lower Extremity Functional Scale (LEFS): Scale

development, measurement properties, and clin-

ical application. North American Orthopaedic

Rehabilitation Research Network. Phys Ther.

1999;79(4):371-383.

Borghouts JA, Koes BW, Bouter LM. The clinical

course and prognostic factors of non-specific

neck pain: A systematic review. Pain.

1998;77(1):1-13.

Cook C, Richardson JK, Braqa L, et al. Cross-cul-

tural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the Brazilian

Portuguese version of the Neck Disability Index

and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Spine.

2006;31(14):1621-1627.

Fairbank JC, Couper J, Davies JB, et al. The

Oswestry low back pain disability questionnaire.

Physiotherapy. 1980;66(8):271-273.

Ferrari R, Russell AS. Regional musculoskeletal con-

ditions: Neck pain. Best Pract Res Clin

Rheumatol. 2003;17(1):57-70.

Goolkasian P, Wheeler AH, Gretz SS. The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Test-retest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Clin J Pain. 2002;18(4):245-250.

Hains F, Waalen J, Mior S.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neck disability index. J Manipulative

Physiol Ther. 1998;21(2):75-80.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83 -

논 문 접 수 일 2007년 12월 3일

논문게재승인일 2008년 1월 18일

Huskisson EC. Measurement of pain. Lancet.

1974;2(7889):1127-1131.

Johnson MJ, Lucas GL. Value of cervical spine ra-

diographs as a screening tool. Clin Orthop Relat

Res. 1997;340:102-108.

Jordan A, Manniche C, Mosdal C, et al. The

Copenhagen Neck Functional Disability Scale: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 Manipulative

Physiol Ther. 1998;21(8):520-527.

Kellgren JH, Lawrence JS. Radiological assessment of

osteo-arthrosis. Ann Rheum Dis. 1957;16(4):494-502.

Kose G, Hepguler S, Atamaz F, et al. A comparison

of four disability scales for Turkish patients with

neck pain. J Rehabil Med. 2007;39(5):358-362.

Leak AM, Cooper J, Dyer S, et al. The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devised to meas-

ure neck pain and disability. Br J Rheumatol.

1994;33(5):469-474.

Mawdsley RH, Hoy DK, Erwin PM.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figure-of-eight method of meas-

uring ankle edema. J Orthop Sports Phys Ther.

2000;30(3):149-153.

Million R, Nilsen KH, Jayson MI, et al. Evaluation of

low back pain and assessment of lumbar corsets

with and without back support. Ann Rheum Dis.

1981;40(5):449-454.

Patrick DL, Deyo RA. Generic and disease-specific

measures in assessing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Med Care. 1989;27(3 Suppl):S217-S232.

Pietrobon R, Coeytaux RR, Carey TS, et al. Standard

scales for measurement of functional outcome

for cervical pain or dysfunction: A systematic

review. Spine. 2002;27(5):515-522.

Portney LG, Watkins MP. Foundations of Clinical

Research: Applications to practice.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Health, 2000.

Riddle DL, Stratford PW. Use of generic versus re-

gion-specific functional status measures on pa-

tients with cervical spine disorders. Phys Ther.

1998;78(9):951-963.

Rothstein JM, Echternach JL. Primer on

Measurement: An introductory guide to meas-

urement issues. Alexandria, VA,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1999.

Vernon H, Mior S. The Neck Disability Index: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 Manipulative

Physiol Ther. 1991;14(7):409-415.

Vos CJ, Verhagen AP, Koes BW. Reliability and re-

sponsiveness of the Dutch version of the Neck

Disability Index in patients with acute neck pain in

general practice. Eur Spine J. 2006;15(11):1729-1736.

Wheeler AH, Goolkasian P, Baird AC, et al.

Development of the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Item analysis, face,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Spine. 1999;24(13):1290-1294.

Wlodyka-Demaille S, Poiraudeau S, Catanzariti JF, et

al. French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3 func-

tional disability scales for neck pain. Arch Phys

Med Rehabil. 2002;83(3):376-382.

Wlodyka-Demaille S, Poiraudeau S, Catanzariti JF, et al.

The ability to change of three questionnaires for

neck pain. Joint Bone Spine. 2004;71(4):317-326.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84 -

목 통증과 불능 척도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성명 : 날짜: . .

<당신이 겪고 있는 통증의 문제를 정상에서부터 가장 심한정도까지 나타낸 선에 “X”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오늘 당신의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점수

     0|     :      |     :     |     :     |     :     |     :     |5                            

통증 없음 가장 심한 통증

2. 당신의 통증이 평균 어느 정도 심합니까?

     0|     :      |     :     |     :     |     :     |     :     |5                            

통증 없음 가장 심한 통증

3. 통증이 가장 심할 때는 어느 정도 입니까?

     0|     :      |     :     |     :     |     :     |     :     |5                            

통증 없음 가장 심한 통증

4. 통증이 당신의 취침을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취침을 할 수 없음

5. 서있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0|     :      |     :     |     :     |     :     |     :     |5                            

통증 없음 가장 심한 통증

6. 걸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0|     :      |     :     |     :     |     :     |     :     |5                            

통증 없음 가장 심한 통증

7. 통증이 차를 운전하거나 타고 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운전하거나 탈 수 없음

8. 통증이 사회적인 활동들을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항상 방해함

9. 통증이 여가 활동들을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항상 방해함

10. 통증이 업무 활동들을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업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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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증이 당신의 개인적인 관리(식사, 옷입기, 목욕하기 등)를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항상 방해함

12. 통증이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들(가족, 친구, 이성 등)을 방해합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항상 방해함

13. 통증이 당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생각(우울증, 절망)을 변화시켰습니까?

     0|     :      |     :     |     :     |     :     |     :     |5                            

변화 없음 완전히 변화됨

14. 통증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0|     :      |     :     |     :     |     :     |     :     |5                            

영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영향을 줌

15. 통증이 당신의 사고와 집중력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0|     :      |     :     |     :     |     :     |     :     |5                            

영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영향을 줌

16. 당신의 목은 얼마나 뻣뻣합니까?

     0|     :      |     :     |     :     |     :     |     :     |5                            

뻣뻣하지 않음 움직일 수 없음

17. 당신은 목을 돌릴 때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움직일 수 없음

18. 당신은 위나 아래를 볼 때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위나 아래를 볼 수 없음

19. 당신은 머리 위로 작업을 수행할 때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0|     :      |     :     |     :     |     :     |     :     |5                            

전혀 문제없음 머리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없음

20. 진통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0|     :      |     :     |     :     |     :     |     :     |5                            

완벽한 경감 경감 안됨

총점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