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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허리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일상동작 공포설문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허리 통증이 있는 총 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 대상자는 10가지의 일상동작

들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평가-재평가에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내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값을 이용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시각 상사척도(VAS)와 Oswestry 장애지수(ODI)와의 피어슨 상

관관계 계수를 구하여 공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한국판 일상동작 공포설문지의 평가-재평가간 급간내상관

계수(ICC)는 0.96(95%CI 0.94∼0.98)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Cronbach's 값은 0.93으로 내적일치도

가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척추부하, 척추운동/자세유지로 총 2요인으로 분리되었고, 총 분산은

76.1%였다. 통증과 기능장애와 관련된 공인타당도는 양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국판

일상동작 공포설문지는 허리통증 환자들의 일상동작 시 발생할 수 있
*
는 두려움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

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중심어 :∣허리통증∣일상동작 공포∣신뢰도∣타당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daily activities questionnaire (FDAQ) for low back pain patients. Seventy-three subjects

with low back pai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completed ten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at measure fear of specific daily activities. The reliability of

the acquired data was determined by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and the

Cronbach’s  for internal consistency. Constructive validity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concurrent validity was acquired from comparison FDAQ scores to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scores.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DAQ showed good ICC (2,1)= 0.96 (95%CI 0.94∼0.98) and Cronbach’s alpha value

was 0.93. Factor analysis suggested two factors solution consisting of spinal loading and spinal

movement/posture, it explained 76.1% of the total variance. The concurrent validity was

moderately related with pain and disability. Therefore, the Korean version of the FDAQ is a

useful method for measuring the fear of daily activities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 keyword :∣Low Back Pain∣Fear of Daily Activities∣Reliability∣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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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허리통증은 제12갈비뼈와 엉덩이아래 주름 사이에서

호발 하는 통증으로 5∼10%에서 퇴행성 요인과 염증,

감염과 신생물, 대사성 뼈 질환, 방사통, 정신과적 통증,

외상과 선천성 장애 등에 의해 발생되는 특발성 질환이

다[1]. 허리통증이 6개월 이내로 지속된 경우는 약 50%

미만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지만, 2년 이상이 경과

하게 되면 복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2]. 또한

다른 어떤 부위의 통증보다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환자

들에게 치료비용 면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어 허리통증

관리에 대한 그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3].

Roland-Morris Disability Scale과 Oswestry

Disability Index, 그리고 Quebec Back Pain Disability

Scale등은 허리통증 환자들의 기능장애 정도를 평가하

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의 경과에 따른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 허리통증 환자의 평가에 있어

두루 쓰이고 있는 척도이다[4-6]. 그러나 단기간의 통

증 이외에 만성화된 통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허리부위

에서의 통증은 기능적 장애이외에 심리적 불안 요소들

이 허리통증 환자들의 사회생활 및 일상동작과 관련된

기본활동에 제한적인 요소들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어떤 특정한 동작이 통증을 유발하고 더욱 가중시킬 것

같은 두려운 활동들로 여겨지기도 하여 허리통증 환자

들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만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8].

허리통증 환자들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일상동

작들에 대한존재 여부는 치료기간의 경과에 따른 회복

여부와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예후를예견할 수 있는

평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 항목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9]. 최근 FDAQ (Fear of Daily

Activities Questionnaire)는 George 등[10]이 자기-기

입식 설문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허리통증 환자들의 공

포 유발성 일상동작의 종류와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

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각 설문 내용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s  =.91)와 신뢰도(ICC=.90)

및 타당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허리통증 환자들

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평가로 아주 유용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FDAQ가 허리통증 환자들의 공포 유발성

일상동작들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여주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번

역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본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문

화의 특성에맞춘번역으로 한국판 FDAQ에 대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와 전라북도 소재 5곳의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받고 있는 환자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증기

간이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된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

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절염이나

요추골절이 있는 자, 골다공증 소견이 있는 자, 수술한

지 3개월 이내인 자, 하지마비를 동반한 신경학적손상

을 동반한 자, 종양의 소견이 있거나임신 중인 자와 정

신의학과적 문제로 설문지 작성 도중에 어려움을 호소

하는 대상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번역
George 등[10]은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

상동작들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이 보

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정도의 변화를 치료 기

간 경과에 따라 수시로측정이 가능한 FDAQ를 개발하

였다. 이 척도는 허리통증 환자들이 허리부위의 통증으

로 인해 두려움을 빈번히 호소하는 10가지 일상동작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작에 대한 환자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는 두려움 정도를 ‘0점’ ∼ ‘100점’의 범위 내

에서 점수화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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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두려움이전혀없음’을 나타내고, ‘100점’은 ‘가장

두려움’을 나타내며 10가지 동작들에 대한 총점에서 10

으로 나눈 값을 FDAQ 점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점

수가 높다는 것은 일상동작들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번역은 원본의형식을최대한

유지하면서 설문 내용의 정확한언어학적번역과 각 나

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구성을 위해 Beaton 등[11]

이 제시한 지침을 따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3명의

번역가가 각각 영어에서 한국어로 1차 번역을 하였다.

번역가는 의료전문가와 의료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받

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번역된 3가지의 설문

지 중 의미전달이 모호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 합의된

번역판으로 통합하였다. 그 후 번역전문가에게 의뢰하

여최종한글번역본을 영어로역번역하였고, 최종적으

로 설문지 개발과 평가의 경험이 있는 2명의 물리치료

학전공교수와 임상 물리치료사 2명에게 원문과역-번

역본간의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과 의미전달의 유사성

을 평가하도록 한 후 수정을 거쳐 번역을 완성하였다

[부록].

3. 평가방법
3.1 신뢰도 검증
본 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재평가법

을 사용하였다. 첫날 설문지를 작성 한 후 3일 이내에

같은 설문지를 재작성 하도록 하였다. 두 번의 평가에

대한 평가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내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구하였

고, Cronbach’s 값을 구하여 10가지 문항과 각 문항

삭제시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였

다. 또한 각 문항별최고 및최저점수에 대한응답률을

조사하여 천장효과와 바닥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였

다.

3.2 타당도 검증
하나의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관련하여 가능

한지를 예측하고 척도가 얼마나 구성개념을 제대로 설

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으로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varimax 회전

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척도

중 비슷한 개념의 척도와의 수렴성을 알아보기 위해

VAS(Visual analogue scale)와 ODI(Oswestry

disability index)와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VAS

는현재 환자 자신이 허리부위에느끼는 통증 정도를 ‘0

점’(통증 없음) ∼ ‘10점’(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

의범위 안에서 1점단위로 자가-기입식으로 기록하는

검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각적

상사척도이다[12]. 허리 통증 환자의 기능적 수행 수준

을 평가하는 도구로널리 쓰이고 있는 ODI는 Fairbank

등[13]이 고안하고 Kim 등[14]이 번역하여 자기-기입

식으로현상태의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통증강

도, 자가 활동, 물건 들기, 보행, 앉기, 서기, 수면, 사회

활동, 외출, 일/가사로 총 10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

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허리통증으로 인한 어떤

영향도 없음) ∼ ‘100점’(허리통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VAS와 ODI의 점수

가 높다는 것은 통증이 심하고 장애가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4. 자료분석
허리통증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

하였고, 신뢰도 중 도구의 동등성을 나타내는 평가-재

평가간 신뢰도측정은 급간내상관계수인 ICC(2,1)를 사

용하였고, 내적일치도의 검증은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공인타당도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Pearson

correlat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dow version 17.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77명의 연구대상자 중 평가에 원활한참여를 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한 7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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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최소점수
응답률(%)

최대점수
응답률(%)

문항 삭제
시 값

1 47.2±28.4 9.6 2.7 0.927
2 44.3±29.0 13.7 1.4 0.929
3 31.9±28.0 21.9 1.4 0.924

표 3. FDAQ의 내적일치도 

4 40.4±28.2 16.4 1.4 0.921
5 55.6±31.1 9.6 9.6 0.922
6 43.1±30.6 19.2 2.7 0.921
7 58.1±31.8 9.6 13.7 0.925
8 36.9±29.1 19.2 1.4 0.925
9 43.9±33.5 16.4 8.2 0.928
10 41.2±29.3 17.8 4.1 0.934

문항 내용(번호) 요인 1 요인 2

10kg이나 그이상의 물건 옮기기(7) 0.927 0.217
10kg이하의 물건 옮기기(6) 0.899 0.347
10kg이나 그이상의 물건 들기(5) 0.891 0.316
10kg이하의 물건 들기(4) 0.846 0.386
허리부위 운동하기(10) 0.090 0.806
30분이상 걷기(3) 0.348 0.803

표 4. FDAQ 문항의 요인분석 

남자는 32명(44%)이었고, 여자는 41명(56%)이었다. 평

균 나이는 41±12.9세(16∼70)이었고, 평균 발병기간은

15±8.9개월(4∼39)이었다[표 1].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41±12.9 16∼70
요통 발병기간(개월) 15±8.9 4∼39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도구의 신뢰도 검증
2.1 평가-재평가간 신뢰도
첫 번째 FDAQ 평가 시 평균 점수는 45.1±23.4이었

고, 두 번째 평가 점수는 평균 43.1±23.6으로 나타났다.

평가-재평가 시의 급간내상관계수는 0.96으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표 2].

FDAQ 평균±표준편차 급간내상관계수 95% 신뢰구간

평가1 45.1±23.4 0.96 0.94∼0.98평가2 43.1±23.6

표 2. FDAQ의 평가-재평가간 신뢰도   (N=73)

2.2 내적일치도
FDAQ 평가지의 10가지 문항에 대한 Cronbach's

값은 0.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삭제되었을

경우의 값은 ‘10kg이하의 물건 옮기기’ 문항이 0.921

로 가장낮았고, ‘허리부위 운동하기’ 문항이 0.934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평균 점수는 31.9±28.0에

서 55.6±31.1로 나타났으며 최고점수(1.4%∼13.7%)및

최저점수(9.6%∼21.9%)에 대한 응답률은 고른 분포를

보여 천장효과와 바닥효과는 없었다[표 3].

3. 도구의 타당도 검증
3.1 요인분석
자료가 요인분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

시한 Kaiser-Meyer-Olkin (KMO)의표본 적절성측도

를 이용한 결과 KMO값이 0.872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근사카이제곱값이 657.563,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본 자료는 요인분석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형 허리통증 환자의 일상동작 공포설문지의 10

가지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두개로 분리 되었다.

제1요인에는 ‘10kg이상의 물건 옮기기’, ‘10kg이하의

물건 옮기기’, ‘10kg이상의 물건 들기’, ‘10kg이하의 물

건들기’로 총네문항이 포함되었고, ‘척추부하’로 명명

하였다. 고유값은 6.29로서 전체 변량에 대해 62.9%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2요인에는 ‘몸 비틀기’, ‘허리부위 운동하기’, ‘30분

이상걷기’, ‘바닥에손짚기’, ‘1시간이상앉아 있기’, ‘30

분이상 서있기’ 로 여섯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은

‘척추운동/자세유지’로 명명 하였으며 고유값은 1.32로

서 전체 변량에 대해 13.2%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따

라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은 76.1%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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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비틀기(8) 0.346 0.786
1시간이상 앉아있기(1) 0.330 0.748
30분이상 서있기(2) 0.300 0.721
바닥에 손 짚기(9) 0.442 0.624
고유근 값 6.286 1.322
분산의 비율 62.9% 13.2%
누적 비율 62.9% 76.1%

3.2 공인타당도
FDAQ와 허리통증을느끼는 정도와 관련된 VAS 및

현재 환자의 기능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ODI와의 임상

적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VAS와의 상관

계수는 0.56이었고, ODI와는 0.61로 각각 양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IV. 논의
FDAQ는 만성 허리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

근 George 등[10]에 의해 개발되고 신뢰성이 입증된새

로운 평가도구이다. 이 평가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단독으로 허리통증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번역이 되고 신뢰성이 검증이

된다면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해 지기 때문에 문화적 차

이에서오는 문항별수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의미 있는 일로볼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허리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포 유발성 일상동

작들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FDAQ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한국판 FDAQ의 평가-재평가에 대한 급간내상관계

수는 0.96이었고, Cronbach's 값은 0.93이었다. ICC

값이 0.8 또는 그이상의 값을 보였으므로 평가-재평가

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Cronbach's 값 또한 0.4이

상의 값을 보였으므로 항목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면에서 아주 우수함을 보였다[17][18]. 이

와 같은 결과는 만성 요통환자 60명을 대상으로 FDAQ

의 신뢰도를 평가한 원본에서의 ICC 0.90, Cronbach's

값 0.91을 나타낸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별최고점수에 대한응답률과

최저 점수에 대한 응답률을 각각 조사하여 천장효과와

바닥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항목별천장효과와바

닥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응답의 난이도가

적절함을 보여 주었다[19]. 만약 어떤 한 항목의점수에

대한최고점과최소점에 대한편차가너무크면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분포

가 적절히 정규적으로 분포를 한다면 대상자의 다양한

상태와 문제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도구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요인

분석은 문항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

인으로 묶어내고, 요인들간에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

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원본에서의 연구와

동일하게 두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George 등[10]이

분석한 1요인은 ‘척추부하/기립자세’ 항목으로 ‘30분이

상 서있기’, ‘30분이상 걷기’, ‘10kg이하의 물건 들기’,

‘10kg이나 그이상의 물건들기’, ‘10kg이하의 물건옮기

기’, ‘10kg이나 그이상의 물건 옮기기’로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었고(62.8% 설명), 2요인은 ‘앉은 자세/척추운동’

항목으로 ‘1시간이상앉아 있기’, ‘몸비틀기’, ‘바닥에손

짚기’, ‘허리부위 운동하기’로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8% 설명). 그러나 한국판 FDAQ에서 실시한 요인

분석에서 1요인에는 ‘10kg이상의 물건옮기기’, ‘10kg이

하의 물건 옮기기’, ‘10kg이상의 물건 들기’, ‘10kg이하

의 물건 들기’로 총 네 문항이 포함 되어 문항 수와 구

성에서 차이를 보였고, ‘척추부하’로 명명하여 원본의

항목명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둘인데 비해 하나로축소

되었다. 2요인 또한 ‘몸 비틀기’, ‘허리부위 운동하기’,

‘바닥에손짚기’, ‘30분이상걷기’, ‘30분이상 서있기’, ‘1

시간이상 앉아 있기’로 총 여섯 문항으로 문항수와 구

성에서 차이를 보였고, 기립 자세와 앉은 자세로 항목

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자세유지’로 명명하여최종적

으로 ‘자세유지/척추운동’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표본 수와 문화적차이에서 발생



허리통증 환자의 한국판 일상동작 공포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229

될수 있는 공포를느낄수 있는 문항과 정도의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한국판 FDAQ가 1, 2 요인

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이 76.1%로 원본보다 다소 설명

력이 높았고, 1요인이 ‘척추부하’의 한 항목으로묶여짐

으로써 원본에서 명명한 항목보다 일관성 있는짜임새

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판 FDAQ의 평균

점수는 45.1±23.4로 원본의 평균점수 36.2±24.5보다 약

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원본에서의 허리 통증 환

자와 본 연구에서의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차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만성기 환

자의 분포가 높아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일상동작

들의 경험으로 유발된 두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원

본에서의 결과에 비하여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리통증 환자들에게 재활의 최종목표인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심리적인

요소와 함께 현 통증의 정도 및 기능장애 정도와의 관

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 또한 허리통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다른

평가도구에서 얻어진 점수와의 상관관계 비교를 통해

얻어진타당도는 평가도구가갖는 고유성과 관계성, 그

리고 정확성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하여준다[20].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인타당도 검정에서 FDAQ와

VAS와의 상관계수는 r=0.56, ODI와의 상관계수는

r=0.61을 나타내어 양호한(moderate)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타당도가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21]. VAS에

의해측정된 통증의 정도와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

과는 VAS는 허리부위에서의 신경과 신경근들의 직접

적인 통증 전달에 의한 자가-보고로 평가된 척도이기

때문에 FDAQ와의 상관관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ODI 또한 일상동작

이외에 사회생활, 수면등과 관련된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원본에서의 급성기와 아급성기 요통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한 VAS와 ODI와의 타당도 연구에서는

r=0.34와 r=0.70를 각각 나타내어 VAS와는 보통의

(fair)의 상관관계, ODI와는 양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어

로번역되어 사용되는 과정 중에 발생될수 있는 의미

전달의 모호함과 허리통증의 정도와 발병기간에 따른

개인적 차이에 의한 수렴 정도가 원본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한국판 설문지의 심

리측정학적 고유성이 통증 정도와의 상관관계에 있어

서는 본 연구결과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한국어번역판은 통증과의 관계에 더큰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eorge 등[10]은 4주 기간의

경과후에도 FDAQ와의 타당도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 보통의 상관관계에서 양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여 FDAQ는 시간 경과에 따른 두려움 정도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평가도구라고 보고하고

있어 본 한국어 번역판에서 보인 양호한 공인타당도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허리통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요소인 불

안, 공포, 두려움 등에 대한 평가도구들 중 이미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번역되어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후 사용되고 있는 FABQ(Fear 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는 두려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들

이 총 16가지로 작업활동 및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요

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은 단지 4가지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있다

[16][22]. 점수 단계는 ‘0점’ ∼ ‘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 활동과 관련된 항목 자체가 갖는 의미가 너무 광

범위 하여 일상동작들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가늠하기

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FDAQ는 요통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요소들이 ‘자세유지’, ‘척추

운동, 척추부하’와 관련된 10가지 문항으로 보다 다양하

고 세분화된 일상동작에 중점을 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좀더 세밀하고 구체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다. 또한 복잡한 평가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싫

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0점’에서 ‘100점’의 범

위를 가지고 있는 단순화된점수화로 이루어져 있어 보

다 쉽고 빠른 평가가 가능하고[23], 원본에서 보고한 4

주 후에서의 두려움 정도의 평균값이 초기 평가 시에

비해 50%이상의 감소효과를 보고하고 있어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두려움을 평가하는데 있어 활용 가치가 높

은 척도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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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많은 대상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요통의 발

병기간과 발병요인들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FDAQ가최근에 개발이 된 이유로 해외 다른 국가에서

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한 연구들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아 원본과의 비교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

화적, 인종적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파악할 수 없었

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 후 FDAQ에

대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그 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문화에 적합한 번역들과 연구들에 의해 이 평가도구에

대한객관성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요통 환

자들의 임상적 평가와 치료를 위한 기본 자료로 두루

쓰여 질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판 일상동작 공

포설문지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타당도에서도 양

호한 것으로 확인 되어 허리통증 환자들의 일상동작과

관련된 공포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변화 정도를 가늠하

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 후 임상에서의 허리통증 환자들의 기존 치료이외에

심리적 요소를 고려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

어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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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 환자의 일상동작 공포 설문지

[ 부 록]

  0                                       100
(두려움이 없음)                                 (가장 두려움)

      활동                                            점수(0-100)
1. 1시간이상 앉아 있기
2. 30분이상 서있기
3. 30분이상 걷기
4. 10kg이하의 물건 들기
5. 10kg이나 그 이상의 물건 들기
6. 10kg이하의 물건 옮기기
7. 10kg이나 그 이상의 물건 옮기기
8. 몸 비틀기
9. 바닥에 손 짚기
10. 허리부위 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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