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xtual information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PART 4: OTHER CONTEXTUAL INFORMATIONPART 4: OTHER CONTEXTUAL INFORMATIONPART 4: OTHER CONTEXTUAL INFORMATION

4.1 다른 관련된 정보 또는 개인적 정보가 있다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4.1 다른 관련된 정보 또는 개인적 정보가 있다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4.1 다른 관련된 정보 또는 개인적 정보가 있다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2 기능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인자들을 적으시오. (예, 생활방식, 습관, 사회적 영향, 
교육, 사건, 인종/민족성, 성적환경, 개인적 장점)
4.2 기능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인자들을 적으시오. (예, 생활방식, 습관, 사회적 영향, 
교육, 사건, 인종/민족성, 성적환경, 개인적 장점)
4.2 기능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인자들을 적으시오. (예, 생활방식, 습관, 사회적 영향, 
교육, 사건, 인종/민족성, 성적환경, 개인적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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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Appendix 1:  Appendix 1:  Appendix 1:  Appendix 1: 

BRIEF HEALTH INFORMATION BRIEF HEALTH INFORMATION BRIEF HEALTH INFORMATION BRIEF HEALTH INFORMATION BRIEF HEALTH INFORMATION 

자기기록 Self Report 임상가 참여기록 Clinician Administered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키 :       /       /       cm  (or  inche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몸무게:        /      /      kg   (or  pounds) 

우세손(발병이전) :우세손(발병이전) : 좌 우 양손

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과거 정신(정서적)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최근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오 예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

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기능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만약 “예“ 라면 상세 설명 :

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과거에 입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이유를 상술하고 기간을 기입하시오.

이유  1.이유  1. 기간 일

이유  2.이유  2. 기간 일

이유  3.이유  3. 기간 일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처방약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주로 복용하는 약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주로 복용하는 약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주로 복용하는 약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주로 복용하는 약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주로 복용하는 약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주로 복용하는 약을 기입하시오.

ㅇ1.ㅇ1.

ㅐ2.ㅐ2.

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담배 피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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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1

X.12

X.13

X.14

X.15

X.16

X.17

 아니오 예

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음주나 마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평균 일일 섭취량을 기입하시오.

Tobacco:Tobacco: 하루에 3갑하루에 3갑하루에 3갑하루에 3갑하루에 3갑하루에 3갑하루에 3갑

술: 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1주일에 2번, 1번에 1병 정도

마약: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등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상세하게 기입하시오.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자가 활동, 쇼핑 혹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만일, “예”라면 보조자를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내용을 기입하시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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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지난달 ,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혹은 술이나 마약복용)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활동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질병, 손상, 정서적 이유, 술, 마약복용) 

 아니오 예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만일 “예”라면 기간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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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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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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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장거리 보행시(1km 혹은 그 이상)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현재 주변 환경들이 보행시의 겪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장거리를 걷는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나
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II. 자기관리 Self Care (washing yourself)

(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

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가 세척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PERFORMANCE)

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평상시에 세척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장거리(1km 혹은 그 이상)를 걷는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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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세척 활동시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세척 활동을 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 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III. 가사활동 Domestic Life (cleaning the floor)

(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CAPACITY)

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바닥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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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집안 시설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바닥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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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현재 당신의 건강상태에서 도움 없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까요?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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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당신의 주위 배경(혹은 인물)이, 당신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때에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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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
그 어려움이 지금의 건강상황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혹은,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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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현재 당신의 실제 상황에서, 평상시 친구를 새로 사귈 때 겪는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작업환경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당신의 과업에 필요한 일들을 완료할 때 겪
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작업환경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당신의 과업에 필요한 일들을 완료할 때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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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문제점들을 더 악화 시키나요, 아니면 호전시키나요?
당신을 위해 갖추어진 작업환경이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장착된 도구들이 당신의 과업에 필요한 일들을 완료할 때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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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없이 당신의 과업을 수행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
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당신의 과업을 수행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
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도움 없이 당신의 과업을 수행한다면, 평상시 당신이 주변 환경에서 행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
니면 더 버거울 것이라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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