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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Korean version of the Italian Spine Youth Quality of Life Question-
naire

Measuring Spine-Related Quality of Life

                이름:                             

                날짜:

당신의 등허리 문제(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 등)와 관련하여 삶
의 질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당신은 등허리 문제가 나빠질까 봐 두렵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2.   당신은 등허리 문제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등허리가 아플까 봐 
걱정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3. 당신은 등허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4.   당신은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등허리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5.   당신은 등허리 문제보다 심각한 건강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6.   당신은 등허리 문제가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7. 당신은 현재 등허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8. 당신은 등허리의 외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9. 당신은 등허리 문제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0. 당신은 등허리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그렇다

11. 당신은 등허리의 외형을 남에게 보여주기 꺼려지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2. 당신은 등허리 문제가 눈에 잘 띄어서 걱정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3.   당신은 등허리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그렇다

※	귀하는 등허리 문제 때문에 보조기(brace)를 착용합니까?

□ 네 □ 아니요

착용하는 경우:

14. 당신은 보조기 때문에 옷을 입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5.   당신은 옷 안에 착용하는 보조기가 보여질까 봐 걱정되십니
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6.   당신은 보조기를 착용하기 전에 했던 활동을 할 수 없어 우울
합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7. 당신은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8. 당신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 때문에 운 적이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19.   당신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20. 당신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자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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