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l. 1. 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 



O0 나는 어떤 의자에서든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O1 편한 의자라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O2 통증 때문에 1 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 

O3 통증 때문에 30 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 

O4 통증 때문에 10 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 

O5 통증 때문에 전혀 앉아 있을 수 없다. 

6. 서있기  

O0 나는 통증 없이 얼마든지 서있을 수 있다. 

O1 오래 서있을 수 있으나 약간 통증이 있다. 

O2 통증 때문에 1 시간 이상 서있을 수 없다. 

O3 통증 때문에 30 분 이상 서있을 수 없다. 

O4 통증 때문에 10 분 이상 서있을 수 없다 

O5 통증 때문에 전혀 서있을 수 없다. 

7. 잠자기 

O0 나는 통증 없이 잘 잔다. 

O1 통증 때문에 가끔 잠자는 데 방해를 받는다. 

O2 통증 때문에 6 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다. 

O3 통증 때문에 4 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다. 

O4 통증 때문에 2 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다. 

O5 통증 때문에 전혀 잠을 자지 못한다. 

8. 성생활 (해당 시) 

O0 나는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통증이 없다. 

O1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나 가끔 통증을 느낀다. 

O2 거의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나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 

O3 통증 때문에 성생활이 매우 제한적이다. 

O4 통증 때문에 성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 

O5 통증 때문에 성 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다. 

 

9. 사회 생활 

O0 나는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지장이 없다. 

O1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지장은 없으나, 그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다. 



O2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지장은 없으나, 통증 때문에 운동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다. (예: 

스포츠 등)  

O3 통증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지장이 있으며, 자주 외출하지 못한다. 

O4 통증 때문에 집에서만 사람들과 어울린다. 

O5 통증 때문에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10. 여행 

O0 나는 통증 없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 

O1 어디든 여행할 수 있으나, 약간 통증이 있다. 

O2 통증은 있으나, 2 시간 이상 차를 탈 수는 있다. 

O3 통증 때문에 1 시간 이상 차를 탈 수 없다. 

O4 통증 때문에 30 분 이상 차를 탈 수 없다.  

O5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 외에는 차를 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