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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Disturbance Questionnaire-
Scoliosis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때때로 외모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 본인의 등

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염려 사항을 묻습니다. 각 질문을 신중

하게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답에 동그라미

를 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은 당신 스스로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

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답은 

없습니다.

1A.   당신은 등의 모양에 대해 걱정합니까? (가장 적절한 답에 동

그라미 하십시오.)

1.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 약간 걱정한다.

3. 적당히 걱정한다.

4. 매우 걱정한다.

5. 심각하게 걱정한다.

1B.   걱정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답에 모두 동그라

미 하십시오.)

1. 내 어깨의 균형이 맞지 않다. (한쪽이 높거나 낮다.)

2. 내 어깨가 돌출되어 보인다.

3. 내 가슴이 앞에서 보면 비대칭적이다. (한쪽이 높거나 낮다.)

4. 내 엉덩이가 비대칭적이다. (한쪽이 높거나 낮다.)

5. 내 갈비뼈가 튀어나왔다.

2A.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걱정 혹은 염려가 된다면, 그러한 걱

정 또는 염려가 당신을 사로잡습니까? 즉 당신은 그것들에 대

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힘든가요? (가

장 적절한 답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 전혀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2. 가끔 사로잡힌다. (그것들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

3. 적당한 정도로 사로잡힌다. (그것들에 대해 적당히 생각한다.)

4. 매우 사로잡힌다. (그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5. 심각하게 사로잡힌다. (그것들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2B.   당신의 등 모양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

까? (예를 들면, 몇몇 어린이들은 그들의 등 모양에 대한 부끄러

움 때문에 수영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당신의 등 모양에 대한 걱정이 당신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

까?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가장 적절한 답에 동그라미 하십시

오.)

1. 전혀 속상하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약간 속상하다.)

3. 적당히 그렇다. (어느 정도 속상하다.)

4, 매우 그렇다. (매우 속상하다.)

5, 심각하게 그렇다. (극도로 속상하다.)

4.   당신의 등 모양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학교, 직장이나 친구 또는 

가족과의 생활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

이 그렇습니까? (가장 적절한 답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 전혀 문제없다.

2.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여러 문제가 있으나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이다.

4. 많은 문제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5.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내가 하고 싶거나 필요한 거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생긴다.

5A.   당신의 등 모양이 친구, 가족이나 연인과의 만남에 문제를 일으

킨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1. 전혀 그런 적 없다.

2. 때때로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많이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5B.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6A.   당신의 등 모양이 당신의 학교 일이나 직장 혹은 당신에게 중요

한 일들을 하는 능력(예를 들어, 스포츠를 하거나 당신의 친구들

과 어울리는 것)에 문제를 일으킨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렇습니까? (가장 적절한 답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 전혀 그런 적 없다.

2. 때때로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많이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6B.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7A.   당신의 등 모양 때문에 무언가를 피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

주 그렇습니까? (가장 적절한 답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 전혀 그런 적 없다.

2. 때때로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많이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7B.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