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조사 관련 사용자 지침은 다음과 같은 스토마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Stoma-QoL 
 

 

 

Stoma-QoL 은 장루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Stoma-

QoL 의 질문은 장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인터뷰한 결과이며 이는 대부분 

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걱정, 친한 관계에 대한 걱정, 가족과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본 설문 조사는 20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보호판이 떨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모든 질문은 4 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각 질문에 대답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항상 

2. 종종 

3. 드물게 

4. 전혀 

 

설문지를 작성하려면 20 개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단, 각 질문에 하나씩만 답해야 합니다. 

 

질문이 매우 간단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대략 5 분 ~ 10 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Stoma-QoL 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toma-QOL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 

장루 환자용 
                                                                                                                                                                         날짜: _____/_____  20____                                     

 

 현재 본인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한 대답에 표시하십시오. 

 항상 종종 드물게 전혀 

1. 주머니가 꽉 찰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1 �2 �3 �4 

2. 피부보호판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1 �2 �3 �4 

3.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1 �2 �3 �4 

4. 주머니에서 냄새 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장루에서 소리 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6. 낮 동안에 쉬어야 한다. �1 �2 �3 �4 

7. 장루 주머니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제한되어 있다. �1 �2 �3 �4 

8. 낮에 피곤하다. �1 �2 �3 �4 

9. 장루 때문에 내가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10.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1 �2 �3 �4 

11. 주머니가 소리내며  움직일까 봐 걱정된다. �1 �2 �3 �4 

12. 장루 때문에 내 몸이 부끄럽다. �1 �2 �3 �4 

13. 밤새 집을 떠나  멀리서 머무는 것이 힘들다. �1 �2 �3 �4 

14.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가 힘들다. �1 �2 �3 �4 

15.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16. 나는 친구들과 가깝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두렵다. �1 �2 �3 �4 

17. 장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 �1 �2 �3 �4 

18.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1 �2 �3 �4 

19.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1 �2 �3 �4 

20.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다음 모든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