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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 in assessing Korean patients with low back pain. We performed transl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of the questionnaire and enrolled 52 patients (18 males and 34 females) with low

back pain. The subjects completed a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the FABQ

assessment along with evaluations for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self-rating anxiety scale (SAS),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K-BDI). The reliability of

the obtained data wa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internal consistency on the basis of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and the Cronbach's alpha values, while the validity of the data was examined

by correlating the FABQ scores to the VAS, ODI, SAS, and K-BDI scores. The translated versions of

the FABQ showe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ICC (3, 1)=.90 (FABQ for physical activity) and .97 (FABQ

for work) these valu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1). The Cronbach's alpha value for FABQ was

.90 (p<.01). FABQ moderately correlated with pain, disability, anxiety, and depression (p<.01).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FABQ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

uring fear-avoidance beliefs in Korean patients with low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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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근골격계와 관련된 통증의 발생과 만성화에 대한

원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심

리사회적 요인들 중 공포-회피 반응(fear-avoidance be-

liefs)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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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고려되고 있다(Pfingsten 등, 2000). 공포-회피 반응

은 통증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환자들이 움직임을 회피

하는 행동으로 통증 발생 시 나타나는 정상적 반응이며

(Asmundson 등, 1997),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우 신체 증상의 악화와 만성화

로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Fritz 등, 2001).

공포-회피 반응은 손상 또는 질병의 발생 시에 있는

감각과 느낌 사이의 정상적인 균형을 무너뜨려 심각한

장애(disability)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즉, 치유와 회복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상생활이 필수적인데,

공포-회피 반응은 이러한 신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

과 직업 활동(work)을 회피하게 만들고, 이로써 잠재적

손상인 섬유증(fibrosis)과 위축(atrophy)을 만들게 된다

(Waddell 등, 1993). 따라서 통증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

은 실제 상태 보다 신체를 더 무능하게 할 수 있으며

(Crombez 등, 1999; Waddell 등, 1993), 활동이 손상과

통증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 여기는 파국적(catastrophic)

판단으로 나아가게 한다(Boersma 등, 2004; Lethem 등,

1983; Vlaeyen 등, 1995; Vlaeyen과 Linton, 2000).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요통은

공포-회피 반응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Burton 등, 1995; Grotle 등, 2004; Severeijns 등,

2001). 요통은 대개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을 수

반하며(Deyo 등, 1991),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통증 자체보다도 요통

으로부터 파생된 장애로 인한 것이다(Kovacs 등,.

2004). 이러한 장애는 인지-행동 이론에서 설명한 공포

-회피 반응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cCracken과 Gross, 1998; Vlaeyen 등, 1995). 인지-

행동 이론에 따르면, 직업 활동과 신체 활동에 미치는

통증에 의한 공포-회피 반응은 자아 효능감(self-effi-

cacy)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강을 악화시키고, 장애

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Lethem 등,

1983; Vlaeyen과 Linton, 2000; Waddell 등, 1993).

만성 요통환자에게 나타나는 공포-회피 반응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할 때, 공포-회피 반응의 존재 여

부는 치료 결과와 기능 회복 프로그램 이후에 환자가 일

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견해 주므로 요통을 호소하는 환

자에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 항목이다(Pfingsten

등, 2000; Waddell 등, 1993). 요통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

포-회피 반응을 평가하는 유용한 평가 도구로는 공포-회

피 반응 설문지(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FABQ는 자가 기입식 설

문지로 신체적 활동과 직업적 일에 관련된 하위 척도

(subscale)로 구성되어 있다(Waddell 등, 1993).

FABQ는 현재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Pfingsten 등,

2000), 프랑스어(Chaory 등, 2004), 노르웨이어(Grotle

등, 2006), 스페인어(Kovacs 등, 2006) 등으로 번역되어

요통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

인 평가 도구로서 그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

되고 있다. 또한 FABQ를 평가 도구로 한 광대한 양의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번역된 FABQ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본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의 특성에 맞추어

FABQ를 번역하여 제작한 한국판 공포-회피 반응 설문

지를 만들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하고 있는 D병원에서 물리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요통을 호소하는 외래 환자 5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연구의 목

적에 동의하고,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절염이나 요추 골절, 3

개월 이내의 요부 수술 환자,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한

자, 악성 신생물, 혈관성 질환, 임신 그리고 정신의학적

문제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 도구

Waddell 등(1993)은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심리 측정학적 질의 도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체적

활동과 직업 활동에 관한 공포-회피 반응을 평가하는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공포-회

피 반응 설문지가 우수한 신뢰도를 지닌 측정 도구임을

보고하였다.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는 두 개의 하위척도

(subscale)로 구성되어져 있다. 신체적 활동에 대한 공포

-회피 반응(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or

physical activity; FABQ-PA)을 평가하는 5개 항목의

척도와 직업적 일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fear-avoid-

ance beliefs questionnaire for work; FABQ-W)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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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번역 과정.

하는 11개 항목의 척도가 그것이다. 총 16개의 FABQ

항목들 중 5개 문항(2, 8, 13, 14, 16번)은 설문 평가 후

합산 시에 이용되지 않는다. 환자들은 7점 척도(0=전혀

동의하지 않음, 6=완벽하게 동의함)에 대한 각각의 문항

에 대하여 그들의 일치도를 스스로 평가한다. FABQ 점

수의 범위는 0～6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강한

공포-회피 반응을 가졌음을 의미하며, 평가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Waddell 등, 1993).

3. 번역

번역 과정(그림 1)은 설문 내용이 언어학적으로 정확

하게 옮겨지고,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구성되

어, 원본의 내용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Beaton 등

(2000)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였다. 번역 과정의

첫 단계로 FABQ 원문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2명

의 번역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순번

역(forward translation)을 하였다. 번역가는 의학적 지

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각

각 번역되어 나온 2가지의 한국어 번역판은 합의회의를

통해 불일치 부분을 조정하여 합의버전으로 통합하였

다. 다음 단계로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은 영어

가 모국어이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2명의 번역가가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순번역 후에 만들어진 합의버전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하였다. 다음 과정은 언어학자와 심리학

자, 건강 전문가, 순번역가 그리고 역번역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순번역판과 역번역판의 설문지

를 비교 분석하였고 재검토를 통해 예비 최종 버전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예비 최종 버

전을 30명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각 항목의 이해도를

알아보는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과

정의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한국판 FABQ의

최종 버전(부록 1)을 완성하였다.

4. 평가방법

가. 평가-재평가 신뢰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재평가 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날 설문지를 작성하고 3일 이내에 같은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재측정 하였다. 두 번의 측정에서 나온

평가 점수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

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평

가하였고, 크론바하 알파값을 구하여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급간내상관계수

는 .75 이상일 때를 높음으로, .75에서 .40 사이일 때 양

호, .40 이하일 때 낮음으로 판정하며, 내적일치도는 크

론바하 알파값이 .80 이상일 때 높음, .80에서 .70 사이일

때 양호, .70 이하일 때 낮음으로 본다(Andresen, 2000).

나. 타당도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Zung(1971)이 제작하고 이중훈

과 박병탁(1992)이 표준화한 자가평가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와 Beck(1978)에 의해 제시되고 이민규

등(1995)이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

sion inventory-Korean version; K-BDI)를 이용하여 불안

상태와 우울 정도 그리고 공포-회피 반응 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공포-회피 반응과 기능적 수

행 수준, 통증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Fairbank 등(1980)이 고안하고 Kim 등(2005)이 번역한

Oswestry 장애 척도(Oswestry disability index; ODI)와 통

증 수준의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0

㎜ 수평자를 이용한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Huskisson, 1974)를 이용하여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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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연령(세) 35.9±9.6 20 59

요통 유병기간(개월) 17.6±25.5 1 12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2)

FABQ 평균±표준편차 급간내상관계수 95% 신뢰구간

평가1 34.56±13.55
.95* .92～.97

평가2 33.40±13.67

*p<.01.

표 2. FABQ의 평가-재평가 신뢰도 분석

FABQ 급간내상관계수 95% 신뢰구간

FABQ-PAa .90* .83～.94

FABQ-Wb .97* .94～.98

*p<.01.
a
FABQ-PA: 신체적 활동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
b
FABQ-W: 직업적 일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

표 3. FABQ의 항목별 평가-재평가 신뢰도 분석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SPSS version 12.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평가-재평가 신뢰도의 측정은 급간

내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내적일치도는 크론바하 알파

값을 구하여 평가하였고, 타당도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α=.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총 72명의 연구대상자 중 재평가에 참여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5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이 중 남자는 18명(35%)이었고, 여자는 34명

(65%)이었다. 평균연령은 35.9±9.6세이었고, 요통의 평

균 유병기간은 17.6±25.5개월이었다(표 1).

2. 평가-재평가 신뢰도

첫 번째 FABQ 평가 시 점수는 34.56±13.55이었고,

두 번째 평가 점수는 33.40±13.67로 나타났다. 평가-재

평가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급간내상관계수를 평가하

였고 FABQ의 급간내상관계수는 .95(95%CI .92∼.9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2).

3. 항목별 급간내상관계수

평가-재평가를 통한 FABQ-PA와 FABQ-W의 각각

에 급간내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90(95%CI .83∼.94)

과 .97(95%CI .94∼.9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

었다(표 3).

4. 내적일치도

FABQ 평가지의 내적일치도로 크론바하 알파값을

구한 결과 .90(p<.01)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었고, 문항별로 삭제되었을 경우의 내적 일치도

는 11번 문항이 .86(p<.01)으로 가장 낮았고, 4번과 5번

문항이 각각 .89(p<.01)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5. 타당도

FABQ와 요통과 관련된 다른 임상적 변수들과의 상

관분석을 한 결과 각각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p<.01)(표 4).

Ⅳ. 고찰

공포-회피 반응은 만성적 기능부전을 일으키며 요통

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Fritz 등,

2001). 그러므로 치료들을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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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Q-totala FABQ-PAb FABQ-Wc

SASd .67* .73* .60*

K-BDIe .57* .43* .52*

VAS
f

.72* .63* .72*

ODI
g

.56* .52* .51*

*p<.01.
aFABQ-total: 공포 회피 반응 전체 설문지.
bFABQ-PA: 신체적 활동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
cFABQ-W: 직업적 일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
dSAS: 자가 평가 불안척도.
eK-BDI: 한국판 Beck 우울척도.
fVAS: 시각적 상사척도.
gODI: Oswestry 장애척도.

표 4. FABQ의 타당도 분석

대한 완벽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Waddell 등,

1993). FABQ는 Tampa 척도와 함께 통증과 관련되어

진 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이며(Vlaeyen 등,

1995), 현재까지 국내에는 공포-회피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 과정 중에 원저자(Waddell 등, 1993)

의 허락과 조언을 받고, Beaton 등(2000)에 의해 제시된

지침에 따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FABQ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

였다. 원저자는 FABQ가 심리학적 평가 도구이므로 번

역 과정에서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함을 서신을

통해 조언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역번역 과정과 마지막 검토위원회에서

전문 상담가인 심리학자의 조언을 받아 한국판 FABQ를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판 FABQ가 한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요통환자들의 공포-회피 반응을 측정하는데

있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도구로 밝혀졌다.

Pfingsten 등(2000)이 30명의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FABQ 독일 버전의 급간내상관계수는 .87의 높

은 신뢰도를 보였고, Kovacs 등(2006)이 표준화한 스페

인 버전의 급간내상관계수는 .97(n=52)로 매우 높은 신

뢰 수준을 보였다. 또한, 직업 활동과 신체적 활동의 항

목별로 급간내상관계수를 구한 노르웨이 버전에서도 각

각 .82와 .62(n=30)의 신뢰 수준을 보였으며(Grotle 등,

2006), 프랑스 버전에서는 각각 .88과 .72(n=31)의 신뢰

수준을 보였다(Chaory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요통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1차 평가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를 실시한 결과 .95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항

목별로 구한 급간내상관계수에서도 .97과 .90으로 각각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신체적 활동

항목에서는 타 연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신

뢰도를 보였다. 내적일치도인 크론바하 알파값은 .90으

로 나타났다. 이는 Kovacs 등(2006)의 스페인 버전에서

나타난 .93보다는 낮았지만, 높은 수준의 값이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측정도구가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Portney

와 Watkins, 2000), 타당도의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측

정 도구를 통해 얻어진 점수와 기준이 되는 다른 평가

도구에서 얻어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평가한다

(Rothstein과 Echternach, 1999). 상관정도는 상관계수

값에 따라 매우 높은 상관관계(≥.9), 높은 상관관계(.90

∼.71), 양호한 상관관계(.70∼.5), 보통의 상관관계(.50

∼.3),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다(≤.3)로 분류한다

(Fermanian, 1984). 본 연구에서는 FABQ를 SAS,

K-BDI, VAS, ODI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

과 모든 항목 간에 보통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VAS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Kovacs 등(2006)의 스페인 버전에서 나타난

r=.56(FABQ-total), r=.55(FABQ-W), r=.41(FABQ-PA)

의 값보다 월등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Grotle 등(2006)은 노르웨이 버전에서 급성 요통환자와

만성 요통환자를 분류하여 FABQ와 ODI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는데, 급성 환자의 FABQ-W 항목을 제외

하고(r=.008), r=.34∼.39의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fingsten 등(2000)은 독일 버전에서, FABQ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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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 수준과 통증, 우울, 불안 등과

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FABQ는 장애 수

준과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심리적인 면과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FABQ와 불안, 우울과

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통에서 높은 수준까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한국판 FABQ가 요통을 일으키며 지속

시키는 심리사회적 영향을 진단함에 있어 매우 타당성

있는 도구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Chaory 등(2004)은 FABQ 프랑스 버전에서 요통환

자를 대상으로 재활 전과 5주간의 재활 프로그램 후의

FABQ와 통증, 불안, 우울 수준 등을 측정한 결과, 5주

후에 모든 항목들의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것

은 FABQ 점수의 변화가 신체장애의 정도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며, 치료 후 증상의 개선 정도를 판단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 Woby 등(2004)의 주장

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FABQ에 대한 평가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Grotle 등(2006)은 FABQ 노르웨이 버전에서 급성과

만성 요통환자들을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급성 요통

을 지닌 환자군의 FABQ와 ODI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FABQ-W와 장애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최소 1개월에서부터 최대 12

년까지의 다양한 유병기간을 지닌 요통환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냈다는 점에

서 Grotle 등(2006)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향

후 FABQ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며, FABQ를 이용한 많은 임상적 연구가 이뤄

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52명의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FABQ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해 평가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FABQ 한국 버전이 높은 신뢰

도와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된 FABQ가 요통환자들의 통증과 관련되어진 심리

적 요소인 공포-회피 반응을 측정함에 있어 매우 유용

한 평가 도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FABQ

의 이용을 통해 요통에 대한 원인과 예후를 정확하고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하며, 공포-회피 반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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