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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Korean version of the scoliosis research society-22

성명: 

생년월일: 

설문날짜: 

병력번호: 

등의 상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직접 읽고 적절한 답을 선택해 주세요.

1.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의 통증 정도는?

□ 전혀 통증이 없었다.

□ 경미한 통증이 있었다.

□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

□ 심한 통증이 있었다.

□ 매우 심한 통증이 있었다.

2.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의 통증 정도는?

□ 전혀 통증이 없었다.

□ 경미한 통증이 있었다.

□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

□ 심한 통증이 있었다.

□ 매우 심한 통증이 있었다.

3.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예민해져 있었는가?

□ 전혀 그렇지 않았다.

□ 거의 예민해져 있지 않았다.

□ 약간 예민해져 있었다.

□ 많이 예민해져 있었다.

□ 매우 많이 예민해져 있었다.

4.   당신이 지금 등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 매우 행복하다.

□ 약간 행복하다.

□ 보통이다.

□ 약간 불행하다.

□ 매우 불행하다.

5. 당신의 활동 정도는?

□ 누워서 지낸다.

□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 가벼운 노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 중등도의 노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 활동에 제한이 없다.

6. 옷을 입은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7.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 매우 자주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약간 있었다.

□ 거의 없었다.

□ 전혀 없었다.

8. 당신은 쉴 때 등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매우 자주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약간 있었다.

□ 거의 없었다.

□ 전혀 없었다.

9. 현재 당신의 활동 정도는

□ 100% 정상

□ 75% 정상

□ 50% 정상

□ 25% 정상

□ 0% 정상

10. 당신의 상체 모습은 어떠합니까?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11. 당신은 등의 통증으로 약을 복용합니까?

□ 전혀 먹지 않는다.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다.

□ 매일 비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다.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다.

□ 매일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다.

12. 당신은 등이 불편하여 집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매우 자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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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 항상 편안했다.

□ 대부분 편안했다.

□ 가끔 편안했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당신은 등이 불편하여 사교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6. 6개월 전에 당신은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었다.

□ 약간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매우 자주 있었다.

17.   당신은 3개월 전에 등의 통증으로 직장일, 집안일 또는 학교를 
쉰 적이 있습니까?

□ 0일

□ 1일

□ 2일

□ 3일

□ 4일 이상

18.   당신은 등이 불편하여 친구나 가족과 나들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매우 자주 그렇다.

19. 당신은 현재 등의 상태에 만족을 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하지 않는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행복하였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았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약간 행복했다.

□ 대부분 행복했다.

□ 항상 행복했다.

21. 당신은 등의 치료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만족하지 않는다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2.   당신은 같은 질환으로 이전에 받은 치료를(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