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zQoL 척도
선택= “이 설문은 HIV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수 = “귀하의 건강,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상황이 귀하에게 얼마나 해당하는지 1(전혀 아니다)에서 5(극도로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숫자 응답 척도 (선택 사항):

1 – 전혀 아니다

2 – 약간

3 – 보통

4 – 매우

5 – 극도로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약간

보통

매우

극도로 그렇다

1.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건강이 염려된다











3.

주변 사람들과 느끼는 소속감이 내게 부족하다











4.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HIV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5.

나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6.

HIV 를 지니고 있어서 내 인생에서 기회가 줄었다











7.

HIV 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염려된다











8.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9.

사람들이 내가 HIV 에 걸린 걸 알게 되면 나를 거부할까 두렵다











10. HIV 를 관리하는 데 지친다











11. HIV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제한이 있다고 느낀다











12.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HIV 가 내 건강에 미칠 영향이 두렵다











1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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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Blue = Psychological, Red = Social, Green = Health, Yellow =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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