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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Korean version of the Voice Activity and Participation Profile (K-VAPP)

각 질문을 읽고, 본인의 현재 목소리 상태가 어떠한지 0-10까지의 숫자 중 한 숫자를 골라서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0에 가까울수록 목소리 문제가 전혀 없음을 뜻하고, 

10에 가까울수록 목소리 문제가 심각함을 뜻합니다.

 표시 예:   전혀 아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항상 그렇다

I. 목소리 문제의 심각한 정도에 대한 본인의 인식 

      1. 현재 본인의 목소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심각하다

ll. 직업에 대한 영향 

      A2. 현재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본인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습니까?  

        

                 전혀 아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항상 그렇다

      P3.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바꾸려고 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4. 본인의 현재 목소리 문제 때문에 직장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됩니까? 

      P5.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가 앞으로의 경력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영향을 준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Ⅲ. 일상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

      A6.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금 한 말을 다시 말해달라고 합니까?

      P7.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8.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까?

      P9.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전화의 사용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줄인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10.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할 때 지장을 받습니까?

      P11.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12.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할 때 지장을 받습니까?

      P13.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14.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내용 전달에 지장을 받습니까?

      P15.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16.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본인의 말을 이해시키는 데 지장을 받습니까?

      P17.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Ⅳ.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

      A18.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사회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까?  

      P19.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사회 활동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A20.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본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불쾌해합니까?         

      P21.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본인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대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피한 적이 있는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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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본인의 감정에 대한 영향 

      22.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화가 납니까?     

      23.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창피함을 느낍니까?

      24.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까?

      25.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26.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까?

      27.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 영향을 받습니까?  

      28. 본인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자아상(자신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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