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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삶의 질은 활동제

한 정도를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5

개 영역에서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구한 값을 삶의 질 지표라 한다. 삶의 질 지표의

분포는 음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2차년도(2008)의 조사된 9,744건 자료 중 삶의 질 지표 5문항을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1,56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기존 연

구에서 삶의 질 지표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조사된 성별, 연령, 교

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총소득, 비만유병여부, 음주, 흡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복합상병을 가지고 다양한 회귀분석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다중회귀분석과 토빗 회귀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이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였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삶의 질이 더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미만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집단은

삶의 질이 더 낮았으며, 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비경제활동 집단은 삶

의 질이 더 낮았으며,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은 질병이 많아질수

록 삶의 질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회귀분석은 다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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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더 큰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수 회귀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과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유병여부에서는 50, 75

분위수에서 정상에 비해 저체중에 삶의 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에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

육수준, 직업과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상병에서는 5,

25, 50 로짓 분위수 회귀계수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비하여 삶의 질이

훨씬 큰 값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은 사회경제적 요

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이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나타났다. 삶의 질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관련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가정에 위반되는 분포들을 토빗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분위

수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삶의 질 분포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타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용어 : 삶의 질, EQ-5D, Tobit Regression Model, Logistic

Quantiile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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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진전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

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통계청에서 발행한 2009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09년 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였다. 2000년에 이미 노인 비율 7%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심화되어 2018년에는 노인 비율 14%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통계청, 2009). 이는 평균수명이 의학의 발달로 연장되면서, 고

령인구와 만성질환의 유병이 증가되어, 현대사회는 건강한 삶을 지속

하고자 하는 욕구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삶의 질을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관점

에서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로 정의하며,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 releated quality of life; HRQoL)이라고 한다. 삶의 질

의 내용으로는 각 개인의 필요(needs), 욕망(wants), 욕망(desires)을

충족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며,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만족하

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일반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거나

각종 건강관리도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건강관련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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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HRQoL)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07).

EQ-5D(European Quality of Life-5 Dimensions)는 선호도 및 일반

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EQ-5D는 삶의 질(HRQol) 상태를 기술하고 가치화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지장이 없음’, ‘다소 지장이

있음’, ‘할 수 없음’ 현 상태를 3개 수준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EuroQol Group. 1990). EQ-5D 상태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여

질 가중치를 구할 수 있는 데 이를 EQ-5D index라고 한다(질병관리

본부, 2007).

2007년 질병관리본부 심층보고서에서는 EQ-5D index를 구한 후 단

순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EQ-5D inde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 데(강은정 등, 2007), 특정 질환군이나 일반 인구집단의

EQ-5D index 분포가 음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

모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분포의 치우

침을 보정하기 위해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길선령, 2008). 또한 EQ-5D index는 알려진

범위 내에서 값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 자료로 유계(bounded)된 분포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시각적 연속변화척도(Visual Analog

scale, VAS)처럼 0~100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자료 역시 유계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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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유계된 변수의 분포는 단봉성(unimodal), U형,

J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최소제곱 회귀분석(least-squares regression)이

나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s)등 유계된 변수의 범위내에서

결과가 존재하는 값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 통계학적 방법은 부적절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수 회귀분석을 로짓 변환한 로지스틱 분위

수 회귀분석(Logistic 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Matteo Bottai, 2009). 또한 토빗모델(Tobit model)은 EQ-5D

index 최대 값인 1.0을 상한 중도절단(censored)된 자료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처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분포에 대하여 토빗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Dolan. 1996).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이용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여러 회귀모형을 제시하여 분석하

여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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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Mobility)

1.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M2).

3. 나는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M3)

자기 관리(Self-Care)

1.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SC2).

3.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SC3).

일상 활동(usual Activity)

1.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UA2).

3.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UA3).

통증/불편(pain, discomfort)

1.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2.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PD2).

3.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PD3).

불안/우울(Anxiety, Depress)

1.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2.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AD2).

3.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AD3).

2.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 지표(EQ-5D index)

EQ-5D는 다음과 같이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EQ-5D는 활동제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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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

증/불편(pain, 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 Depress) 5개 영역에

서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문항에서

응답한 항목을 조합하면 총 243개의 건강상태를 분류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가중치 연구를 통해 산출한 삶의 질 지표 EQ-5D

index(질병관리본부. 2007)를 사용하였으며 그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Q5D index = 1 - (0.05 + 0.096×M2 + 0.418×M3 + 0.046×SC2 +

0.136×SC3 + 0.051×UA2 + 0.208×UA3 + 0.037×PD2 + 0.151×PD3 +

0.043×AD2 + 0.158×AD3 + 0.05×N3)

이때, M=Mobility, SC=Self-Care, UA=usual Activity, PD=pain,

discomfort AD=Anxiety, Depress, N=5문항 중 적어도 하나는 3번으

로 응답인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어 M2는 Mobility(운동능력)문항을

2번(다소 지장이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그리고 5문항을 모두 1

번(지장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EQ5D index는 ‘1.0’의 값을 주어진

다. 반응변수 EQ-5D index는 -0.413과 1.0의 범위내에 있다.



- 6 -

2)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1)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

Koenker와 Bassett(1978)에 의해 도입된 분위수 회귀모형은 미리

어떤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 조건부 분위수를 준모수적

(semiparametric)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소개된 후, 계량경제학

(econometrics)분야를 비롯한 여러 경제학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일반회귀모형에서 사용되는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은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의 조건부 평균

(conditional mean)을 중심으로 선형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반응변수

의 분산이 크거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존재하는 자료에서 일

반회귀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분위수 회귀모형이 일반회귀모형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차

이점은 반응변수의 조건부 분위를 중심으로 선형모형을 한다는 점이

다. 분위수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식이라고 가정한다.

분위수 회귀모형은 반응변수 Yi(i=1,...,n)에 대해 k개의 설명변수(공

변량) X1, X2,⋯ ,Xk를 갖고,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 모형을 따른다.

    ′  (1)

여기서, 는 대칭의 중심이 0인 연속확률분포함수 F를 갖는 i.i.d.

확률변수이고, 가 주어졌을 때,  와 는 각각 절편과 기울기

를 나타내며, 는 k차원의 모수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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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확률변수 Y의 분포함수에 대해

  Pr ≤  (2)

Y의 번째(0<<1) 분위수는 다음과 같은 역함수로 정의된다.

     ≥  (3)

일반적인 회귀분석 자료구조에서 기술한 F는 조건부 분위수를 의

미하여, 번째 표본 분위수 는 Q()의 유사식으로서, 최소화하는 해

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n∈
  



  (4)

여기서,            , 이를 일반적으로 체크함수라고

한다. 공변량 X를 고려하면, 선형 조건부 분위수 함수

    ′는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어떤 분위수

∈ 에 대해,

  arg∈ 
  



 ′ (5)

를 회귀 분위수라고 부르며, =1/2인 경우, 절대값 잔차의 합

이 최소화되며 보통 L1(중간값)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은 반응변수 Y의 최소값(ymin), 최대값(ymax)

으로 유계(bounded)된 변수이며, 어떤 분위수 p에 대해서 고정된 모

수 집합      가 존재하고, 구간 (ymin, ymax) 에서

실직선(real line)까지 알려진 비감소 함수 h를 가정한다. 이를 흔히

연결(link)함수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8 -

       ⋯  (6)

단위 구간 내에 유계된 연속형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률

(probability) 또는 성향(propensity)과 유사하다. 연결(link)함수 h를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합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분형 반응변수의 회귀분석방법을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변

환을 선택하기로 한다(Matteo Bottai. 2009).

  log   logmax  

 m in  (7)

(7)번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p    ⋯   

exp    ⋯  max  m in
(8)

(2)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한 자료분석

삶의 질 지표(EQ-5D index)는 최소값은 -0.17 최대값은 1.00를 갖

는 유계(bounded)된 반응변수로써, 방정식 (7)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변환한다.

log   log 
   

이때, 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값 0.001을 갖는다

(Matteo Bottai, 2009). 중위수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신뢰

구간, 유의확률는 SAS 9.2 quantreg 프로시져(Chen C, 2005)에서

MCMB(Markov Chain Marginal Bootstrap)방법을 이용한 재표본추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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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번 시행하여 산출하였다. Matteo Bottai(2009)는 2수준으로 이루

어진 범주형 설명변수와의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

수 추정값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의 해석이 유사하다고 하

였다. 따라서, 연령과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따른 EQ-5D index 간에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령과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동일한 크기로 그

룹을 나누어 EQ-5D index와의 boxplot을 나타냈다(그림1). 연령이 증

가될수록 EQ-5D index의 조건부 분위수는 비선형 추세로 하위값으

로 이동하고 그 분산은 증가하며, 반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증가될

수록 EQ-5D index의 조건부 분포는 비선형 추세로 상위값으로 이동

한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에 대해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하였을 경우

에 설명변수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각 분위수별 모형

을 수행했을 때에는 각 분위수마다 설명변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진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형태와 산포에 변수들을 로

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 연령과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따른 EQ-5D index box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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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두 연령과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따른 EQ-5D 로지

스틱 분위수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og       연령
log       월평균가구총소득

5개의 분위수(3, 5, 25, 50, 75)에 대한 추정 회귀계수는 표1에서 나

타냈고 그림2에서 추정된 분위수를 그려 보았다. 로짓 변환은 추정된

분위수가 가능한 값 -0.17∼1.00 범위내에 놓여있게 해주며, 연령의

공변량 범위는 65세에서 90세까지이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의 공변량

범위는 0원~4,000만원까지이다. 예측된 분위수는 그림2의 대응되는

boxplot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변화하는 왜도를 긴밀하게 반영한다.

그림 2. 연령과 소득에 따른 EQ-5D 추정분위수 산점도

표1에 결과를 볼 때, 연령에서는 EQ-5D index 3, 5, 25, 50 분위수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

균 가구총소득은 EQ-5D index 25, 50 분위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은 연령과 월평균 가구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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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t p-value

하한값 상한값

연령

3 -0.1097 0.0283 -0.1652 -0.0542 -3.88 0.0001

5 -0.0699 0.0168 -0.1029 -0.0370 -4.16 <.0001

25 -0.0416 0.0080 -0.0572 -0.0259 -5.22 <.0001

50 -0.0349 0.0068 -0.0483 -0.0215 -5.10 <.0001

월평균

가구총소득

3 0.0006 0.0006 -0.0006 0.0018 1.02 0.3082

5 0.0004 0.0004 -0.0004 0.0011 0.98 0.3294

5 0.0006 0.0002 0.0002 0.0011 2.67 0.0078

0 0.0012 0.0005 0.0003 0.0021 2.66 0.0080

이 EQ-5D index에 대한 회귀 계수와 95% 신뢰대역을 나타냈다. 또

한 표1에서 수치적으로 보여준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를

더 큰 분위수 집합으로 확장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는 EQ-5D index 25, 50 분위수보다 3, 5 분위수에서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구총소득에서는 EQ-5D index

3, 5 분위수보다 25, 50 분위수에서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1. 삶의 질에 대한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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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Q-5D index 에 대한 회귀계수의 95%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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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

토빗 회귀모형은 반응변수의 범위가 제한된 회귀모형이다. 경제학분

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Tobin(1958)은 지출이 부(-)의 값을 가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계의 내구재

지출을 분석하였으며, 이 모형은 이후 Goldberger에 의해 토빗모형으

로 이름 붙여졌다. 또한 Dolan(1996)은 EQ-5D 수준에 대한 EQ-5D

index 최대 값인 1.0으로 상한 중도 절단되었다고 지적했다. EQ-5D

연구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응답은 5문항 모두 ‘충분히 건강

하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때 EQ-5D index값은 1.0이

다. 토빗 모형은 다음의 식이라고 가정한다.


  ′  i=1,...,n (9)

  
 i f   

   i f  ≥ 
(10)


는 삶의 질과 관련된 잠재된 값이고, ′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공변량의 벡터(vector), 는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는 연속

적으로 발생되는 변화량에 대한 오차항이며 정규분포를 따르는 i.i.d.

확률변수이고 는 EQ-5D index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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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여러 회귀모형을 분석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하여 다중회

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과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Logistic 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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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에

조사된 9,744건 자료 중 삶의 질 지표를 응답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1,566명이다. 조사일정은 2008년 1월부터 연중이며, 조사내용은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와 영양조사이다.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의 모든 가구와 국민

으로 정의하였으며,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추출단위는 동읍면,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3차는 가구이다. 1

차 추출단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변수들 대부분이 성별, 연령별 구

조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과 연령대 인구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29개 층을 구성하였고 2차 추출단위는 시도, 지역, 거주형태(일반, 아

파트)를 고려하여 각 층의 모집단조사구 수에 비례하도록 비례배분

계통추출법으로 20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별 23가구를

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하였다.



- 16 -

2. 자료수집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Jiang과

Hesser(2006)는 성, 연령, 인종, 소득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흡연자들이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비해

정신 건강 면에서 삶의 질이 낮고,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고 활

동제한, 통증이 많다고 하였다. 비만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성상석등(2004)이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EQ-5D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성, 연령, 교육, 직업종류, 월

평균 가계소득 외에 거주지역(대도시/도시/농촌)에 따라서도 건강관

련 삶의 질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강은정 등,

2007)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총소득, 지난해

의사진단 진단을 받은 질병 중 관절염, 골다공증, 디스크 진단 여부

등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각각의 질병이 독립적으로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합상병(coexisting morbidities)의 존재가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Xuan, 1999; Johnson, 1996).

조사내용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

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총소득, BMI(body mass index), 흡

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복합상병 등을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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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은 남, 여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전체 대상자 중 65세 이상을

추출하여 전기노년층(65~74세), 후기노년층(75세이상)으로 두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대학이상으로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월평균 가구 총소득

은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으로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로 두 그

룹으로 분류하였다.

2) 신체적 정신적 요인

BMI는 한국비만학회에서 권고하는 비만(BMI 25이상) 및 저체중

(BMI 18.5미만)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흡연은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중등도 신체활동은 운동시

간이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집단과 1회 30분 이

상, 주5일 이상 실천 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AUDIT 지수에 따라 7점 이하는 정상, 8~12점은 문제음주, 13~19점

은 알코올 의존자I(간단한 권고와 상담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0

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자II(전문적 평가와 치료 필요)으로 네 그룹으

로 분류하였으며, 복합상병은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를 사용하여(de Groot, 2003), CCI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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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y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질병명 분류

Points

Myocardial infarct 심근경색증 1

Congestiveheartfailure -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 1

Cerebrovascular disease(except hemiplegia) 뇌졸중 1

Dementia - 1

Chronic pulmonary disease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

관지확장증

1

Connective tissue disease 류마티스성 관절염 1

Ulcer disease 위십이지장궤양 1

Mildliverdisease 만성간염, 간경변증 1

Diabetes(withoutcomplications) 당뇨병 1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 - 2

Hemiplegia - - 2

Moderateorsevererenaldisease 만성신부전 2

2ndSolidtumor(nonmetastatic)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

암, 자궁경부암, 폐암, 기

타 암

2

Leukaemia 기타 암 2

Lymphoma,Multiplemyeloma... 기타 암 2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 3

2nd Metastatic solid tumor - 6

AIDS - 6 - 6

19개 질병 중 조사에 포함된 질병에 대하여 ‘현재 앓고 있음’에 해당

하는지를 파악하여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0점, 해당하는 경우 각 질

병에 따라 1~6점의 점수를 주어 총점을 구하였다(강은정 등, 2007).

단, 당뇨병은 조직손상의 여부를 알 수 없어서, 1점을 주었다(표2).

표2. Charlson Comorbidity Index 구성에 사용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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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틀

그림 4.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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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SAS9.2로 이용해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1)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 총소득, 비만유병여부

(BMI),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복합상병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Box plot, T-test와

ANOVA test, Wilcoxon rank sum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

였다.

2) 반응변수인 삶의 질(EQ-5D)과 관련이 있는 설명변수 성별, 연

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 총소득, BMI, 흡연, 음주, 복합상병

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토빗 회귀

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Logistic

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서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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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1,566명으로 남성 605명, 여성 961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은 전기노년층 1059명, 후기

노년층 507명으로 전기노년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 평균은 72.5

세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대학이상, 고등하교, 중학교, 초등학

교 미만, 초등학교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은 경제활동인구

530명, 비경제활동인구 982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았으

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집단의 비율이 50%가 넘

었으며, 평균은 약 13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형태 요인인 비

만유병여부는 저체중 79명, 비만 492명, 정상 928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음주는 알코올 의존자II 34명, 알코올 의존자I 76명, 문제음

주 89명, 정상 834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은 운동시간이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집단이

1297명이고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 집단이 212명으로 운동

비실천자가 운동 실천자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복합상병(CCI)

은 적어도 질환이 1개 이상 있는 집단(1점 이상)이 43.6%로 조사되었

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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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05 38.6

여 961 61.4

전체 1566 100.0

연령 65 - 74세 1059 67.6

75세 이상 507 32.4

전체 1566 100.0

평균 ± 표준편차 72.48 ± 5.69

교육수준 초등미만 500 33.0

초등 607 40.0

중등 184 12.2

고등 141 9.3

대학이상 84 5.5

전체 1516 100.0

직업 경제활동인구 530 35.1

비경제활동인구 982 64.9

전체 1512 100.0

월평균가구총소득 100만원 이하 994 67.5

101-200만원 195 13.3

201만원 이상 283 19.2

전체 1472 100.0

평균 ± 표준편차 138.08 ± 234.32

비만유병여부 저체중 79 5.3

정상 928 61.9

비만 492 32.8

전체 1499 100.0

흡연 비흡연자 947 60.5

과거흡연자 390 24.9

현재흡연자 228 14.6

전체 1565 100.0

음주 정상 834 80.7

문제음주 89 8.6

알코올 의존자I 76 7.4

알코올 의존자II 34 3.3

전체 1033 100.0

중등도신체활동실천 운동 비실천자 1297 85.9

운동 실천자 212 14.1

전체 1509 100.0

복합상병(CCI) 0점 883 56.4

1점 500 31.9

표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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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145 9.2

3점 31 2.0

4점 6 0.4

6점 1 0.1

전체 1566 100.0

평균 ± 표준편차 0.58 ± 0.78

1) 삶의 질 지표(EQ-5D index)의 분포

본 연구에서의 EQ-5D index 중 조사대상자의 470명(31.0%)이 ‘충

분히 건강하다’라고 조사되었으며, 왜도는 -1.74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분포이며 최소값은 -0.17 최대값은 1.00으로 나타났다(표4).

표4. EQ-5D index 기초통계량

빈도 최소값
제1사

분위수

제3사

분위수
최대값

중앙값±

사분위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1515 -0.17 0.75 1.00 1.00 0.85 ± 0.25 0.81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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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지표

(EQ-5D index)의 분포

1)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삶의 질 지표(EQ-5D index)의 분포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EQ-5D index boxplot과 평

균, 중위수에 대한 t-test, one way ANOVA, Wilcoxon rank sum

test, Kruskal-Wallis test를 한 결과이다(그림5).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따른 EQ-5D index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삶의 질

(EQ-5D)이 낮았으며, 연령에서는 후기노년층이 조기노년층보다 삶의

질이 낮았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미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삶

의 질이 낮았으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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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EQ-5D index box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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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삶의 질 지표(EQ-5D index)의 분포

조사대상자의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EQ-5D index boxplot과 평균,

중위수에 대한 t-test, one way ANOVA, Wilcoxon rank sum test,

Kruskal-Wallis test를 한 결과이다(그림6). 비만유병여부, 흡연, 음주,

복합상병에 따른 EQ-5D index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만유병여부에서는 저체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삶의 질이 낮았으며, 흡연에서는 과거흡연자가 현재흡연자 보

다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음주에서는 전문적 평가와 치료 필요한 알코

올 의존자II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다. 복합상병에

서는 CCI Score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반면, 중등도 신체활

동 실천은 집단 간 삶의 질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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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상자의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EQ-5D index box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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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비교

반응변수인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설명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 총소득, 비만유병여부,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

동 실천, 복합상병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 분위수 회귀

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

(Logisitc Quantile Regression Analysis)등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1)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토빗 회귀모형 분석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토빗 회귀분석, 중위수 회귀분석, 로지스틱 중위수 회귀분석에 대한

회귀추정값은 표5와 같다. 다중회귀모형과 토빗 회귀모형에서는 삶의

질이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수 회귀모형에서는 삶의 질이 연령, 성별, 교

육수준, 직업, 비만유병여부,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중위수 회귀모형에서는 삶의 질이 연령, 성

별, 직업, 비만유병여부,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모형과 토빗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성별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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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이상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이하 집단에 삶

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비경제활

동 집단에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상병이 증가할 수

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회귀계수값에

비해 토빗 회귀분석 회귀계수값이 모두 음의 방향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중위수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만유병여부에서 정상 집단에 비해 저체중 집

단에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모형과 로짓회귀

모형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령은 중위수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중위수 회귀모형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으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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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

다중회귀모형 토빗 회귀모형 중위수 회귀모형 로지스틱 중위수 회귀모형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월평균 가구총소득 0.00005 0.00003 0.0994 0.00006 0.00004 0.1547 0.0000 0.0000 0.5539 0.0000 0.0000 0.9177

연령 -0.00371 0.00111 0.0009 -0.00454 0.00162 0.0050 -0.0024 0.0012 0.0497 -0.0004 0.0005 0.5043

성별 남자 - -

여자 -0.03919 0.01726 0.0234 -0.07146 0.02516 0.0045 -0.0445 0.0165 0.0072 -0.0351 0.0169 0.0379

교육수준 초등학교미만 -0.08226 0.02662 0.0021 -0.13800 0.04074 0.0007 -0.0946 0.0256 0.0002 -0.0103 0.0126 0.4147

초등학교 -0.05966 0.02481 0.0164 -0.11737 0.03844 0.0023 -0.0818 0.0234 0.0005 -0.0041 0.0091 0.6522

중학교 -0.04494 0.02688 0.0949 -0.09357 0.04151 0.0242 -0.0554 0.0250 0.0268 -0.0053 0.0092 0.5698

고등학교 0.00326 0.02782 0.9069 -0.01332 0.04350 0.7595 -0.0074 0.0251 0.7681 0.0004 0.0092 0.9628

대학교이상 - -

직업 경제활동 - -

비경제활동 -0.01387 0.00414 0.0008 -0.02196 0.00626 0.0005 -0.0075 0.0038 0.0482 -0.0034 0.0018 0.0575

비만유병여부 저체중 0.01265 0.02586 0.6248 0.03692 0.03865 0.3394 0.0700 0.0328 0.0329 0.0316 0.0149 0.0337

정상 - -

비만 -0.01370 0.01281 0.2852 -0.00937 0.01868 0.6158 -0.0031 0.0115 0.7856 0.0014 0.0070 0.8419

흡연 비흡연자 - -

현재흡연자 -0.01376 0.01826 0.4514 -0.02116 0.02673 0.4286 -0.0079 0.0175 0.6518 0.0031 0.0093 0.7387

과거흡연자 -0.00620 0.01677 0.7117 -0.00287 0.02456 0.9068 0.0027 0.0159 0.8659 0.0013 0.0086 0.8816

음주 정상 - -

문제음주 0.01935 0.02083 0.3531 0.04604 0.03189 0.1488 0.0146 0.0214 0.4953 0.0041 0.0070 0.5566

알코올 의존자I 0.01057 0.01140 0.3540 0.01646 0.01729 0.3412 0.0046 0.0110 0.6767 -0.0017 0.0031 0.5735

알코올의존자II -0.01926 0.01099 0.0800 -0.03053 0.01582 0.0536 -0.0222 0.0143 0.1216 -0.0032 0.0130 0.8048

중등도
신체활동실천

운동 비실천자 - -

운동 실천자 0.00936 0.01630 0.5660 0.01079 0.02401 0.6532 0.0031 0.0155 0.8404 -0.0049 0.0085 0.5620

복합상병(CCI) -0.05100 0.00741 <.0001 -0.07386 0.01068 <.0001 -0.0452 0.0080 <.0001 -0.0291 0.006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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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분석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위수 회귀

분석에 대한 회귀추정값은 표5와 같다. 삶의 질의 5 분위수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분위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분위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비

만유병여부,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5

분위수는 성별, 비만유병여부,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 할 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분위수가 작아 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 삶의 질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분위수가 작아 질수록 여자에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미만 집단에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 분위수

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비경제활동 집단에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비경제활동 집단에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만유병여부는 50, 75 분위수에서 정상에 비해 저체중에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0 분위수가 75 분위수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상병에서는 질환이 더 늘어날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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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위수 25 분위수 50 분위수 75 분위수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월평균 가구총소득 0.0001 0.0001 0.3688 0.0000 0.0000 0.3599 0.0000 0.0000 0.5539 0.0000 0.0000 0.9177

연령 -0.0135 0.0044 0.0022 -0.0060 0.0016 0.0002 -0.0024 0.0012 0.0497 -0.0004 0.0005 0.5043

성별 남자

여자 -0.0363 0.0483 0.4521 -0.0647 0.0243 0.0078 -0.0445 0.0165 0.0072 -0.0351 0.0169 0.0379

교육수준 초등학교미만 -0.2456 0.0776 0.0016 -0.0960 0.0355 0.0070 -0.0946 0.0256 0.0002 -0.0103 0.0126 0.4147

초등학교 -0.1336 0.0702 0.0575 -0.0854 0.0311 0.0062 -0.0818 0.0234 0.0005 -0.0041 0.0091 0.6522

중학교 -0.1038 0.0958 0.2788 -0.0490 0.0327 0.1338 -0.0554 0.0250 0.0268 -0.0053 0.0092 0.5698

고등학교 -0.0007 0.0731 0.9927 -0.0134 0.0369 0.7171 -0.0074 0.0251 0.7681 0.0004 0.0092 0.9628

대학교이상

직업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0.0351 0.0125 0.0050 -0.0139 0.0051 0.0063 -0.0075 0.0038 0.0482 -0.0034 0.0018 0.0575

비만유병여부 저체중 0.0052 0.1074 0.9611 0.0234 0.0674 0.7286 0.0700 0.0328 0.0329 0.0316 0.0149 0.0337

정상

비만 -0.0706 0.0491 0.1509 0.0096 0.0185 0.6039 -0.0031 0.0115 0.7856 0.0014 0.0070 0.8419

흡연 비흡연자

현재흡연자 -0.0232 0.0718 0.7470 -0.0221 0.0259 0.3954 -0.0079 0.0175 0.6518 0.0031 0.0093 0.7387

과거흡연자 -0.0128 0.0493 0.7958 -0.0026 0.0246 0.9154 0.0027 0.0159 0.8659 0.0013 0.0086 0.8816

음주 정상

문제음주 0.0585 0.0555 0.2922 -0.0023 0.0270 0.9324 0.0146 0.0214 0.4953 0.0041 0.0070 0.5566

알코올 의존자I 0.0080 0.0503 0.8733 0.0036 0.0149 0.8083 0.0046 0.0110 0.6767 -0.0017 0.0031 0.5735

알코올의존자II -0.0152 0.0865 0.8606 -0.0370 0.0199 0.0634 -0.0222 0.0143 0.1216 -0.0032 0.0130 0.8048

중등도
신체활동실천

운동 비실천자

운동 실천자 0.0445 0.0472 0.3459 0.0144 0.0197 0.4644 0.0031 0.0155 0.8404 -0.0049 0.0085 0.5620

복합상병(CCI) -0.0982 0.0343 0.0043 -0.0641 0.0117 <.0001 -0.0452 0.0080 <.0001 -0.0291 0.0064 <.0001

표6.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비교



- 33 -

3)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 분석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

위수 회귀분석에 대한 회귀추정값은 표6과 같다.

이때,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월평균가구총소득연령 성별 남 

  교육수준 초등학교미만   직업 경제활동 

  비만유병여부 정상   흡연 비흡연자 

  음주 정상   중등도신체활동실천 비실천자 

  복합상병
여기서, 모형의 괄호()안에 있는 것은 기준변수이다.

삶의 질의 5 로짓 분위수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복합상병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로짓 분위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복하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로짓 분위수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5 로짓 분위수는 성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며,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 삶의 질이 부정적으로 나

타나며,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여자에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75 로짓 분위수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미만, 초등학교 집

단에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로짓 분위수가 작아 질수

록 삶의 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 로짓 분위수에

서 크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5, 25 로짓 분위수에서 경

제활동 집단에 비해 비경제활동 집단에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 34 -

나타나며, 5 로짓 분위수가 25 로짓 분위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복합상병에서는 질환이 더 늘어날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며, 로짓 분위수가 작아 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로짓 분위수를 제외한 로짓 분위수에서 회귀계

수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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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짓 분위수 25 로짓 분위수 50 로짓 분위수 75 로짓 분위수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회귀계수 SE p-value

월평균 가구총소득 0.0006 0.0005 0.1655 0.0006 0.0003 0.0697 0.0005 0.0004 0.2377 0.0000 0.0006 0.9908

연령 -0.0572 0.0183 0.0018 -0.0369 0.0098 0.0002 -0.0235 0.0130 0.0714 -0.0056 0.0230 0.8073

성별 남자

여자 -0.1474 0.2355 0.5315 -0.3145 0.1473 0.0330 -0.4282 0.1890 0.0237 -4.0975 0.9666 <.0001

교육수준 초등학교미만 -0.7700 0.3762 0.0410 -0.6541 0.2292 0.0044 -4.0845 0.6551 <.0001 -0.1401 0.5211 0.7880

초등학교 -0.4739 0.3283 0.1492 -0.6010 0.2158 0.0055 -4.0577 0.6476 <.0001 -0.0453 0.3556 0.8987

중학교 -0.6189 0.4587 0.1776 -0.4464 0.2312 0.0538 -3.7587 0.6744 <.0001 -0.0708 0.3343 0.8324

고등학교 0.1355 0.3686 0.7133 -0.1736 0.2973 0.5593 -0.4265 1.2116 0.7249 0.0191 0.3262 0.9533

대학교이상

직업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0.1181 0.0569 0.0384 -0.0701 0.0349 0.0450 -0.1406 0.0583 0.0160 -0.0435 0.0827 0.5987

비만유병여부 저체중 -0.2293 0.5456 0.6744 0.1248 0.3847 0.7458 0.7770 0.9070 0.3919 0.3666 0.7448 0.6227

정상

비만 -0.2628 0.1971 0.1828 -0.0049 0.1058 0.9628 -0.0145 0.1260 0.9087 0.0186 0.2734 0.9459

흡연 비흡연자

현재흡연자 -0.0155 0.2991 0.9588 0.0049 0.1548 0.9745 -0.1280 0.2013 0.5248 0.0109 0.3633 0.9760

과거흡연자 -0.0028 0.2289 0.9901 -0.0078 0.1518 0.9590 0.0805 0.1956 0.6809 -0.0267 0.3518 0.9395

음주 정상

문제음주 0.2518 0.2871 0.3808 0.0368 0.2130 0.8629 0.4168 0.5714 0.4659 0.0508 0.2732 0.8526

알코올 의존자I 0.0234 0.2460 0.9243 0.1312 0.0989 0.1849 0.2596 0.2605 0.3191 -0.0297 0.1221 0.8081

알코올의존자II -0.0510 0.3436 0.8821 -0.1524 0.1011 0.1320 -0.1598 0.1804 0.3762 -0.0425 0.3908 0.9134

중등도
신체활동실천

운동 비실천자

운동 실천자 0.3061 0.2308 0.1852 0.1259 0.1361 0.3550 0.0590 0.1582 0.7095 -0.1005 0.3328 0.7628

복합상병(CCI) -0.3712 0.1366 0.0067 -0.3057 0.0544 <.0001 -0.4132 0.0794 <.0001 -0.3010 0.2724 0.2696

표7.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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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소개되어

왔다. EQ-5D index를 0.5점을 기준으로 이분형 자료로 만들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뇌졸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

한 연구(하현근. 2007)가 있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는 강은정(2007)이 삶의 질 지표에 관련성을 찾아내었고, 김미선

(2009)은 한국인의 사회계층별 건강행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연관

성을 찾아내었다. 또한 성근석(2009)은 우울증 관련 특성에 따른 삶

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토빗회귀모형

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하지만 삶의 질 지표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 모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에 삶의 질 지표 처럼 특성을 갖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

구가 시도 되었다. 길선령(2008)은 성인을 대상으로 일부 질환과 연

관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중위수 회귀분석하였고,

Jung(1996)은 EQ-5D와 같이 유계(bounded)된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

법(VAS)을 이용하여 매 30분 마다 여성이 스스로 측정한 분만통증의

양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위수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지만, 고찰에서 좀 더 극단적인 분

위수를 추정하였다면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Geraci

and Bottai(2007)은 각각의 분위수에 대해 다항 분위수 회귀분석모형

을 적용하였다. 또한 Matteo Bottai(2009)은 유계된 반응변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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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속형 자료일 때,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

석으로 연구되었다. 황반변성을 갖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기능설문

지(NEI-VFQ)으로 예측한 EQ-5D에 대한 연구(Nalin P. 2009)는 회귀

분석, 토빗회귀분석, CLAD(censored least absolute deviation)을 비

교 분석하였다.

1.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비교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회귀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삶의 질 지표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평균이 그 중위수보다 작았고,

값의 분포가 대부분 음의 방향으로 치우쳐저 있었으며, 삶의 질 지표

‘1’의 값을 응답한 비율이 1515명 중 470명으로 31.0%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은정(2007)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토빗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

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과 토

빗 회귀분석은 동일한 설명변수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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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분위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삶의 질의 5 분위수는 사

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

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 분위수는 사회

경제적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

상병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분위

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 요인

중 비만유병여부, 복합상병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75 분위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성별, 비만유병여부, 건

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5 로짓 분위수는 사회경

제적 요인 중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로짓 분위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하상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로짓 분위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5 로짓 분위수는 성별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하여 관련성을 찾는 데 주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과 같이 분포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자료 즉, 정규성 가

정에 위반되는 분포들을 토빗모형과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을 사

용하여 삶의 질 지표 분포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며, 본 연구가 타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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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삶의 질 지표에 알맞은 분석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회귀분석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조사변수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삶의 질에 관련성 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모형은 반응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고자 할 때, 한정적인 자료형태에 분석

을 제시하였고, 삶의 질의 분위수와 월평균 가구 총 소득간에 관계의

선형성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셋째, 삶의 질 지표를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충분히 건강하다’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를 분석에서 좀

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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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대상자의 특성들 중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회귀모형(다중회귀분석과 토빗 회귀분

석, 분위수 회귀분석,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을 비교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에 조사된 9,744

건 자료에서 EQ-5D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15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으며, SAS9.2 version을 이용하여 T-test, ANOVA test, Wilcoxon rank

sum test, Kruskal-Wallis te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bit

Regression Analysis,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Quantile

Regression Analysis등을 분석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중회귀분석 과

토빗회귀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이 한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삶의 질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미만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집단이 삶의 질이 낮으며, 경

제활동 집단에 비해 비경제활동 집단이 삶의 질이 낮으며,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이 더 많을수록 삶의 질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토빗 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설

명변수들이 삶의 질에 더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수

회귀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건

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유병여부에서는 50, 75 분위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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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상에 비해 저체중에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위수 회귀분석에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

업,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상병에서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상병에서는 5, 25, 50 로짓 분위

수 회귀계수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값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은 사회경제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이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요인 중 복합

상병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 분위수가 작아질수록 미치는 영

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같이 분포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자료는 중위수 혹

은 평균과 같은 단일 통계량을 추정하는 다중회귀분석 보다도 한쪽

으로 치우친 자료를 중도절단으로 가정하는 토빗 회귀분석과 반응변

수를 여러 분위수로 분석한 분위수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분위수 회

귀분석에서 자료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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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ression Model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EQ-5D

- by The 4th 2nd year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 data

ChungHyun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EQ-5D is a widely used health condition measuring instrument. It

consists of the five dimensions: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d Anxiety/depression. EQ-5D index is a score

calculated out of a weighting system. There might be a possible

problem in suitability of an analysis model as the distribution of EQ-5D

index is inclined to the negative direction.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diverse regression analyses to understand

distributing features on EQ-5D index properly. It also attempts diverse

regressive analyses upon factors such as sex, age, education, vocation,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Body Mass Index, drinking,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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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 physical activity and Charlson Comorbidity that influence

EQ-5D index targeted to 1,566 aged people over 65 among 9,744 cases

collected at the Survey 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the forth

period second year (2008).

A Regression Analysis in the quality of life on Health-related EQ-5D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quality of life in the socio-economic

factors decrease if the age increases, women are lower than men,

primary and secondary graduate in education level are lower than

people with below primary school level, economically non-active

people are lower than active people, and the point of health factor,

Charlson Comorbidity Index is getting low as people gets various

disease. However, compared to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bit regression analysis has statistically much meaningful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Secondly, according to a Quantiile Regression Analysis, the quality of

life more declines in these factors such as sex,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health in Charlson Comorbidity Index. In particular,

the under-weight people's quality of life is more positive than those

with normal weight by 50% and 75% of Body Mass Index of Qualti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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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Quality of Life, EQ-5D, Tobit Regression Model, Logistic

Quantiile Regression Model

Index.

Thirdly, a Logistic Quantii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mong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sex,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health are lower than qualtiile in Charlson Comorbidity Index.

Especially, in Charlson Comorbidity Index, 5%, 25%, and 50% of

Logistic quantiile regression index are more worth than other variables.

As a result, factors affecting on the quality of life are sex, ag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in socio-economic aspect and health

factor is affected by Charlson Comorbidity Index. As the Quantiile

index in the quality of life gets lower, its impact gets stronger. If the

distribution runs counter to the regular hypothesis, Tobit model and

Logistic Quantiile Regression Model may be better tools in

understand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is study might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further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