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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NPQ) translated into Korean for neck pain patients. Sixty-two subjects (35 males, 27 fe-

males) with neck pain enrolled in the study. They completed a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

tionnaire that included pain intensity, sleeping, sensory at night, duration of symptoms, carrying, reading

and watching television, working, social activities, and driving. Reliability was determined by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and Cronbach's alpha by internal consistency. Validity was examined by cor-

relating the NPQ scores to the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versions of the NPQ was good ICC(2,1)=.83 (95%CI=.85～.95). Cronbach's alpha value for NPQ was found

to be .87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coefficients was .75

(p<.01). We concluded that the Korean version NPQ was shown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neck pain.

Key Words: Neck pain;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

Ⅰ. 서론

경부 통증은 흔한 만성 통증 가운데 하나로

(Andersson 등, 1996; Bovim 등, 1994; Wolsko 등,

2003), 목, 어깨, 팔에서 오는 통증을 말한다(Barry와

Jenner, 1995; Clark과 Haldeman, 1993). González 등

(2001)은 인구의 2/3가 일생 동안 특정한 시기에 경부

통증을 경험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부 통증은 치

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될 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Vernon과 Mior,

1991; Clark과 Haldeman, 1993).

목에서 기인한 증상은 종종 위치가 불명확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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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부학

적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며(Barry와 Jenner, 1995),

Pool 등(2004)은 경부 통증이 복합적인 생리적, 정신적,

행태적 현상으로 그것을 측정하거나 정량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경부 통증은 통증의 원인이 무

엇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반드시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고 하였다(Leak 등, 1994).

경부 통증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Visual Analog

Scales(VAS)로 통증 강도를 측정하고(Huskisson,

1974) 경추의 가동범위와 방사선상의 경추 골관절염을

평가하며(Kellgren과 Lawrence, 1957), 기능장애는 일

상생활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Wlodyka-Demaille 등, 2002). 경부 통증으로 인한 기

능장애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많

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Boden과 Swanson, 1998;

Wolsko 등, 2003) 환자의 기능적 상태와 삶의 질을 개

선시키기 위해서는 경부 통증을 측정하는 것이 임상에

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Kose 등, 2007).

환자에 의해 작성하게 고안된 설문지는 주관적 증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airbank 등, 1980; Million 등,

1982; Roland와 Morris, 1983). 그러한 변수의 측정은

치료의 효과 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Fries 등, 1982; Meenan 등, 1980).

변수의 측정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는 여러 설문지들

사이에서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NPQ)는 경부 통증에 기인하는 기능장애

의 수준을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부 통증

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통증의 감소에 대해 자가 보

고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활동을 이용하여 평가된다(González 등, 2001). 처음 영

국에서 만들어진 NPQ는 Oswestry low back pain dis-

ability questionnaire로부터 고안되었고, 9개 항목과 5

가지 문장이 증상 및 기능장애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Leak 등, 1994). NPQ는 경부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intervention study)에서 측정 지표로 사

용 되었으며(Cowell과 Phillips 등, 2002; Dziedzic 등,

2005; Klaber 등, 2005; Pho와 Godges, 2004),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에서도 사용 되고 있다(Frank

등, 2005; Johnson 등, 2003). 이러한 NPQ는 경부 통증

의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써 입증된 바 있으며 목의

움직임 범위나 VAS와 같은 객관적 측정지표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González 등, 2001). 또한

홍콩,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에서 각각의 언어로 번역

된 바 있으며, 경부 통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Chiu 등,

2001; González 등, 2001; Kose 등, 2007;

Wlodyka-Demaille 등, 2002).

기능장애를 측정하는 도구는 새로 만들어 내거나, 기

존에 있던 척도를 번역하고 각색(adapting)함으로써 개

발시킬 수 있다. 기존의 척도를 번역하는 방법은 문화적

각색(adaptation)이 필요하더라도 여러 나라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lodyka-Demaille 등, 2002).

비록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대부분의 측정지표

가 영어권 문화에서 개발되었지만 다른 문화권과 비영

어권 문화에서도 넓게 사용되었다(Alonso 등, 1990;

Esteve-Vives 등, 1993).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NPQ 설문지가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경부 통증 평가에 흔하게 사용되는 한국어 버

전의 NPQ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M정형외과를 비

롯한 8곳의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경부 통증을 호소하는 외래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한 자, 관절염(arthritis),

종양(tumor), 근육병(myopathy)으로 진단 받은 자, 경부

통증이 주 증상이 아닌 자(어깨나 허리에서 통증이 기

인한 자), 최근 2년 동안 방사선 소견 상 경부 장애 진

단을 받지 않은 자, 설문작성에 동의하지 않은 자, 정신

과적 또는 신경학적 문제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본 조사연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2. 측정도구(scale)

NPQ는 경부 통증의 영향을 받는 일상생활에 관한 9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가 보고 형태의 설문지

이다(강도, 수면, 저린 감각, 기간, 물건 들기, 독서/TV

시청, 작업, 사회 활동, 운전). 각 항목은 하나의 질문과

어려움이나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는 5가지 문장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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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세) 40.74±10.25 23 58

유병기간(주) 6.79±2.90 2 15

몸무게(㎏) 64.27±11.89  44 8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62)

성되었다. 환자는 현재 상황과 가장 비슷한 한 개의 문

장을 선택한다. 각 항목은 0～4점으로 4점이 가장 기능

장애가 크고 총 점수는 9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한다(가

능 점수 0～36). 마지막으로, 백분율은 환자의 점수를

대답한 항목의 수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로 나

눔으로써 계산한다. 만약 9항목을 모두 작성했다면

NPQ 백분율 점수는 각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답한 항

목의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을 계산한다

((총점/36)×100%). 만약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됐다면

점수는 (총점/32)×100%로 계산 할 수 있다. 만약 항목

들이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하나 이상 생략된 경우 유

효하지 않다(Leak 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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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대상군의 평가를 위해서

2번째 측정 시 5단계의 호전도(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

짐, 똑같다,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를 기록하게 하였

다. 두 번째 평가에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에 의

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호전도의 변화가 제일 큰

처음과 끝 두 단계의 환자는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Agarwal 등, 2006; Leak 등, 1994; Wlodyka-Demaille

등, 2002). 또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천장효과와 바닥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항목별 점수분포를 조사하였다.

나. 타당도

NPQ와 VAS를 측정하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

준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측정하였다

(Mawdsley 등, 2000).

5. 분석방법

평가-재평가의 신뢰도 측정은 급간내상관계수인 ICC(2,1)

를 사용하였다. NPQ의 내적 일치도는첫 번째평가지의 크

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을 구하여 평가하였다.

기준관련 타당도분석에서 NPQ와 VAS의 상관관계를 피어

슨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80명의 연구대상자 중에서 두 번째 평가시 환자

의 의학적 상태 변화가 제일 큰 처음과 끝의 두 단계의

환자와 재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되어 총

62명으로 남자는 35명(56.5%), 여자는 27명(43.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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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최소점수응답률(%) 최대점수응답률(%) 무응답

목 통증 정도 1.82±.91 4.83 4.83 0

수면 1.00±.90 33.87 0 0

저린 증상 1.09±.90 25.80 1.61 0

증상의 기간 1.95±1.30 8.06 22.58 0

운반 1.45±.80 11.29 0 0

책 읽기 1.74±.87 9.68 1.61 0

일/ 집안일 1.03±.68 17.74 0 0

사회 활동 1.22±.78 16.13 0 0

운전 1.29±.77 9.68 0 8

총점 12.44±5.71 해당없음

표 2. NPQ의 항목별 기술 통계량

NPQ 평균±표준편차(%) 급간내상관계수(ICC)

평가 1 34.99±15.87
.83

평가 2 28.81±13.08

표 3. NPQ의 평가-재평가 신뢰도 분석

참여하였다. 평균연령은 40.7세이었고, 평균 유병기간은

6.8주이었다(표 1).

2. 항목별 점수 분포의 기술 통계량

각 항목별 NPQ의 평균 점수는 1.00±.90에서

1.95±1.30로 나타났으며, 9번 항목(8/62명)에서 가장 많

은 무응답이 나타났다(표 2). 또한 각 항목별로 전체 대

상자 중 최소 점수 및 최대 점수로 응답한 대상자의 수

를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천장 효과나

바닥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재평가 신뢰도

첫 번째 측정결과 NPQ점수는 34.99±15.87%이었고,

두 번째 측정 점수는 28.81±13.08%로 나타났다. 평가-

재평가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급간내상관계수(ICC)로

평가하였고 NPQ ICC(2,1)는 .83(90%CI=.85～.95)로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3).

4.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NPQ 평가지의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5. 타당도

NPQ와 VAS의 기준관련 타당도의 상관계수는

.75(p<.01)로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Ⅳ. 고찰

임상가들은 국소적 치료를 제안하거나 평가하기 전

에 환자의 문제점과 임상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부위별

기능장애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Gross 등, 2000). 그러

나 경부 통증으로 기인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

능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에 대한 연구가 더욱 부족하다

(André와 Salle, 1998).

Deyp(1988)는 환자에 있어 편리하고 수용 가능 한

것이 척도의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강조 하였다. Chiu

등(2001)은 경부 통증에 기인한 기능장애 뿐 아니라 징

후와 증상을 반영할 수 있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 NPQ

가 아시아인의 임상에서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홍콩어

번역판에서 다른 성 집단과 다른 나이의 연령그룹에서

도 모두 일관되게 높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ICC=.9

3～.96)를 보였고 내적일치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

다. 또한 NPQ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5±2.5분

으로 간편한 작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하였다(Chiu 등,

2001). 본 연구에서도 NPQ의 평가-재평가 신뢰도를 구

하기 위해 급간내상관계수로 측정한 결과 ICC(2,1)가

.83(90%CI=.85～.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Wlodyka-Demaille 등(2002)은,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NPQ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높은 신뢰

도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ICC=.84), 통증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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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민감도(sensitivity)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스

페인어 번역판에서는 ICC=.63으로 다른 버전의 설문지

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3개월의 물리

치료를 받고 난 후, 통증의 개선과 함께 NPQ의 점수가

함께 낮아진 것은 NPQ가 경부 통증 환자에 있어 치료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연구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González 등, 2001).

David 등(1998)은 NPQ가 경부 통증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었고 목의 움직임범위, VAS와 같은 객관

적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ose 등(2007)은

터키어 번역판에서 NPQ와 뻣뻣함(stiffness), 근육 경직

(muscle spasm) 등 임상적 측정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보통(moderate)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통증(pain) VAS(VAS-P), 기능 불능

(functional disability) VAS(VAS-Fd)와는 각각 r=.73,

r=.81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p<.001).

본 연구에서도 통증 VAS와의 상관계수가 r=.75로 터키

어 버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ose 등(2007)의 연구에서 환자의 70% 이상이 9번 항

목에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터키 사람들이 대

중교통을 선호 할 뿐 아니라 환자의 81.4%가 여성이었는

데, 사회·문화적 이유로 여성 운전자 비율이 낮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프랑스어 번역판에서는 환자의 5%이상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9번 항목에 답을 하지 않았

는데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이

경부 통증에 기인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데 있어 임상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운전 항목을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Wlodyka-Demaille 등, 2002). 본 연구에

서도 62명 중 8명(7.75%)이 운전에 대한 문항에 답을 하

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예로 NPDS의 인도어 버전에서

는 자동차 운전과 승차 시 통증에 대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운송수단, 예를 들어 버스, 이륜차

(two-wheeler), 인력거(rickshaw)로 적용하였다(Agarwal

등, 2006). 본 연구에서도 무응답률이 높은 9번 항목에

대해 대다수의 평가자가 응답하여 평가도구의 응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동차 승차 시 통증과 같은 항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항목별 최소점수 응답률과 최대점수 응답률을 조사

하여 천장효과와 바닥효과를 평가하였다. 만약 대상자

의 80% 이상이 최소 점수 또는 최대 점수로 응답 한다

면 바닥효과 또는 천장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Binkley 등, 1999). 천장 효과가 있는 경우에 초기

평가에서 최대 점수를 받은 환자의 개선 된 상태를 표

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바닥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점수를 받은 환자의 악화된 상태를 표현하기가 어

려워짐으로써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Martin 등, 1997). 항목별 수면,

운반, 집안일, 사회활동, 운전 등은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는 최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항목별 천장효과와 바닥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응

답의 난이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부 통증 및 기능불능 평가도구로 많

이 사용되는 NPQ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여 측정 분석한 결과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

였다. 이미 중국어 버전의 NPQ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

당도를 보인 설문지를 한국인에게 적절한지 또한 작성

된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상

태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을 평가하는 VAS 와의 상관 관계를 통해 타당도

를 측정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Neck Disability

Index와 같은 기능장애와 관련된 평가 도구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에 따른 호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회복정도에 따라 3개월 이상

의 추적 후 장기적인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지만 입원환자나 침상생활을 하는 더욱 기능장

애가 심한 환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설문지가 국내의 환자에도 적합한지 다양한 분

야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62명의 경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목의 장애 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NP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 결과 평가-재평가 신뢰도 분석을 통해 NPQ

ICC(2,1)는 .83(95%신뢰구간=.85∼.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87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NPQ와 VAS의 기준관련 타당도는

.75(p<.01)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번역된 NPQ가 타당도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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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평가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임상

에서 이 평가도구를 통해 경부 통증 환자들의 상태와

호전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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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상 태 점 수

1. 목 통증 정도

나는 현재 목에 통증이 전혀 없다. 0

현재 목에 통증이 경미하다(약하다) 1

현재 목에 통증이 중간정도 있다. 2

현재 목에 통증이 심하다. 3

현재 목에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심하다. 4

2. 목 통증과 수면

전혀 통증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 0

통증으로 인해 때때로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 1

통증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 2

통증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다. 3

통증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2시간 미만이다. 4

3. 밤에 팔에서 저

리거나 마비증상

나는 밤에 저리거나 마비증상이 없다. 0

나는 밤에 때때로 저리거나 마비증상이 있다. 1

정기적으로 저리거나 마비증상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 2

나는 저리거나 마비증상 때문에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다. 3

나는 저리거나 마비증상 때문에 수면시간이 2시간 미만이다. 4

4. 증상의 기간

하루 종일 목과 팔에 증상이 없다. 0

나는 깨어 있을 때 1시간미만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1

1시간～4시간 정도 아팠다가 안아팠다가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2

4시간 이상 아팠다가 안아팠다가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3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된다. 4

5. 운 반

나는 통증 없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 할 수 있다. 0

나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통증이 증가한다 1

통증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운반 할 수 없지만 중간정도 무게의 물

건은 운반 할 수 있다.
2

나는 오직 가벼운 물건만 운반 할 수 있다. 3

나는 전혀 물건을 운반 할 수 없다. 4

6. 책읽기 TV 보기

통증 없이 원하는 만큼 책읽기와 TV 보기를 할 수 있다. 0

편한 자세라면 원하는 만큼 책읽기와 TV 보기를 할 수 있다. 1

원하는 만큼 책읽기와 TV 보기를 할 수 있지만 통증이 유발된다. 2

통증 때문에 원하는 만큼 책읽기와 TV 보기를 하지 못한다. 3

통증 때문에 책읽기와 TV 보기를 할 수 없다. 4

7. 일/ 집안일

나는 통증 없이 일상의 일을 할 수 있다. 0

나는 일상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통증이 동반된다. 1

통증 때문에 하루일과 중 절반 이상의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없다. 2

통증 때문에 하루일과 중 4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없다 3

통증 때문에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4

<부록 1>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이름 : 날짜:

이 설문지는 목 부위 통증에 대해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각 부분별로 답하시고 해당되는 문장 앞쪽 빈칸에 표시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된 부분들에 표시된 문장은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한 문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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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상 태 점 수

8. 사회 활동

통증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0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약간씩 통증이 증가한다. 1

통증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지만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다.
2

통증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한받아 주로 집에 있다. 3

통증 때문에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4

9. 운 전

나는 불편함 없이 언제든 운전을 할 수 있다. 0

나는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으나 약간 불편함이 있다. 1

때때로 목통증과 뻣뻣함 때문에 운전에 제약이 있다. 2

자주 목통증과 뻣뻣함 때문에 운전에 제약이 있다. 3

나는 목통증 때문에 전혀 운전을 할 수 없다. 4

(건강하지만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상 태 반 응

목 통증에 대한 현재 상태를 지난번과 비교하여 응답하시오.

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똑같음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