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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방  법： 

WHO의 지침에 따라 영문판 WHOQOL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응답점 설정작업을 한후, 일반인 및 전문가 

초점 그룹으로 하여금 검토 수정하였다. 이를 영문으로 다시 재 번역하여 WHO의 검토를 받고 다시 수정하

였다. 이 한국어판을 정상인, 의학적 환자, 그리고 대학생 등 583명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WHOQOL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기 위하여 3주 간격으로 113명에게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하부척도에 따라 0.639(p<0.0001)에서 0.857(p<0.0001)까지로 시간에 따른 안정

성을 보였다. 내적 일관성에 있어 Cronbach's α는 0.898이었으며 각 영역(domain)과 하부척도(facet)에

서도 일관성이 높았다. 총점, 영역 및 하부척도의 점수가 전반적인 삶의 질 점수 및 전반적 추정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기준 타당도도 입증되었다. 내용 타당도에 있어 경로분석상 영역간 일정한 연관을 보였다. 

성별, 나이, 및 질병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등 변별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결  론： 

한국판 WHOQOL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단어：삶의 질·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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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들어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풍요가 도래하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되는 성공적인 

삶보다는 개인이 얼마나 스스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지각하고 있는지가 보다 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이것이 

삶에 대한 평가준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이 중요시 된 이유로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를 선택

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의사 중심에서 환자 및 의료 정

책의 관리자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치료의 

효과에 대한 정량화의 필요가 증가한 것1)을 들 수 있

겠다. 새로운 보건의료연구 방향에서는 비용 대 효과, 

적정성, 그리고 의료의 질을 다루고 있는데2) 이를 평가

하는 도구로 삶의 질 측정 도구가 중요하다. 

이제는 의료란 병의 치료 뿐 아니라 건강의 증가, 삶

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해야한다. 정신의학은 환자가,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질병의 치유와 생명의 연장은 

물론, 평생토록 안정된 삶3)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만족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으로

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는 의료제공자로서 삶의 

질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삶의 질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초기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넓은 개념의 삶의 질

을 측정한다기보다, 하나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기능

적인 상태만을 평가하는데 그쳤다. 그러한 일차원적 척

도의 한 예로서, DSM-IV4)의 제5축의 전반적인 기능 

평가(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와 같

은 형태가 있는데 이는 신뢰도가 낮다.5) 신뢰성과 타당

성을 가지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는 삶의 질의 독

립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더욱

이 이러한 측정도구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져야한다.6) 이러한 측

면에서 WHO7)에서는 삶의 질을“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

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WHO는 삶의 질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화 및 합

의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의 질을 과학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는 바, WHO는 전문가 뿐 아니라 정상인과 환자까지 

포함한 focus group을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또한 횡문화적으로 적용가능한 신뢰적이고 타당한 삶

의 질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국제적인 협력

을 주도해왔다.7-10) 그리하여 삶의 어떤 면이 중요한가

를 결정하고 삶의 여러 단면을 정의하는 것을 체계화하

여 평가의 시험판에 포함시킬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WHOQOL의 첫 시험판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236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 항목들을 세계 15개

국의 현지 센터에서 각각 3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

용하여 100개의 항목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World Hea-

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

ment, 이하 WHOQOL라고 약칭)는 건강상태, 생활방

식, 생활만족도, 정신상태, 안락성(well-being) 등을 모

두 포함하는 multi-dimensional한 측정도구가 되었다. 

국내에서 정신과 영역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후반 이후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12) 

최근 윤진상 등13)은 삶의 질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시

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WHO에 의해 제작된 삶의 질 평

가도구, 즉 WHOQOL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한국어판 평가도구를 만들

고자 하는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WHO가 각 문화권에서 WHOQOL을 표준화할 때 

시행하도록 한 지침7)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정상인 환자 보호자 67명, 병원 직원 12명, 연세대 

보건대학원생 94명, 의대생 183명, 간호대생 56명, 등 

연세대의대부속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한 일반 환

자 171명과 총 58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일부문항을 빠뜨렸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한 경우는 

제외시켜서 최종 연구 대상은 489명(남자 272명, 여

자 217명)이었다(표 1).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WHO 지침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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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명에게 3주 간격으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재실시하여 비교하였다. 
 

2. 연구 도구 
 

1)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World he-

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

rument)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는 세계보건

기구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자기보고식 검사이다.14) WHOQOL은 보고자의 

자세한 증상이나 질병, 상태를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영

역(domain)과 하위 척도(facet)에서 삶의 질을 주관적

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15) 즉, 삶의 질을 ① 신체적 

영역(physical domain), ② 심리적 영역(psychologi-

cal domain), ③ 독립정도(levels of independence), 

④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⑤ 환경(envi-

ron ment), ⑥ 영적 영역(spiritual domain) 등 6개의 

영역(domain)으로 나누어져있다. 각각의 영역에는 2 

~4개의 하부척도가 있으며 각 하부척도들은 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표 1). 이들은 총 24개의 하부 

척도(facet)와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OL)과 건강

에 관해 다루는 4개의 일반적인 질문을 포함한다. 본 

Table 1. Domains and facets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WHOQOL domains and facets No. of questions 

G. 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 4 
Domain 1 physical domain  4 

Facet 1 Pain and discomfort 4 
Facet 2 Energy and fatigue 4 
Facet 3 Sleep and rest 4 

Domain 2 psychological domain  
Facet 4 Positive feelings 4 
Facet 5 Thinking, learning, memory & concentration 4 
Facet 6 Self esteem 4 
Facet 7 Bodily image and appearance 4 
Facet 8 Negative feelings 4 

Domain 3 level of independence   
Facet 9 Mobility 4 
Facet 10 Activity of daily living 4 
Facet 11 Dependency on Medication or treatment 4 
Facet 12 Work capacity 4 

Domain 4 social domain   
Facet 13 Personal relationship 4 
Facet 14 Practical social support 4 
Facet 15 Sexual activity 4 

Domain 5 environmental domain   
Facet 16 Physical safety and security 4 
Facet 17 Home environment 4 
Facet 18 Financial resources 4 
Facet 19 Health and social care:availability and quality 4 
Facet 20 Opportunities for acquiring new information and skills 4 
Facet 21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for recreation/leisure 4 
Facet 22 Physical environment 4 
Facet 23 Transport 4 

Domain 6 religion/Spirituality/Personal belief domain  
Facet 24 Religion/spirituality/personal belief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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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상 삶의 질에 있어 

이웃의 존경이나 체면, 먹는 문제가 중요시된다는 fo-

cus group(정신과 전문의 2명 및 임상심리학자 1명으

로 구성됨)의 의견에 따라 실험적으로 중국인의 경우15)

를 참조하여 사회적 존경과 인정에 대한 것을 추가하여 

그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2) 번역 방법 

WHO의 지침7) 따라 WHOQOL을 2명의 정신과 전

문의와 1명의 임상심리사가 공동으로 focus group을 

구성하고 원 뜻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되

는 수준으로 번역을 하였다. 이를 고등학교 졸업의 학

력을 가진 일반인 4명이 읽고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

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게 하고 이를 번역자와 토론하여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

통한 사람이 역번역(backtranslation)을 하였다. 이 역

번역본을 WHO에 보내어 원본과의 개념상 차이점을 

수정받은 후 이를 다시 한국어판에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판에는 사회적 명예와 인정에 관한 자신감의 영역

(항목 6개)과 또한 먹는 일 영역(항목 1개)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3) 응답점(anchor point) 설정 

WHO의 지침7)17-19)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했을 경우 질문에 대한 응답점(anchor point)이 번역

과정에서 원래의 양이나 정도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즉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등은 대체로 각각 0%, 25%, 50%, 

75% 및 100%의 등간격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하나, 실

제 설문에 답할 때는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등이 

각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표현에 따라 다

른 %의 항목이 잘못 선택될 수 있다(The WHOQOL 

group, 199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등간격상의 오류

를 줄이고저 원문의 척도를 번역한것과 0%, 25%, 

50%, 75%, 100%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15개씩의 

단어들을 25명의 일반인에게 제시하여 각각에 대해 자

신이 측정하는 %양을 10cm의 줄에 표시를 하도록 하

였다. 이 중 각 점들의 평균값이 0%, 25%, 50%, 75%, 

100%에 근접한 표현들을 선택하여 설문지에 사용하였

다. 이를 보다 더 확실히 답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들이 각각 0%, 25%, 50%, 75%, 100%을 나타내는 

점들임을 매 답지상단에 다시 한번 더 표시하였다. 

4) 총괄적인 삶의 질 인상 척도(QOL-GI) 

설문지의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삶의 질 총점(overall 

score)과 영역별로 삶의 질의 전반적 추정치(QOL-gl-

obal impression, QOL-GI)를 보고하게 하였다. 그 영

역이란 ① 전체적인 삶의 질, ② 경제적 삶의 질, ③ 건

강의 삶의 질, ④ 사회적 삶의 질, ⑤ 정신적 삶의 질로

서 각각에 대한 100점 만점의 자기 보고식 평가이다. 
 

3. 검사시행 

연구 대상군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WHO의 지침16)20)

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정신

과 의사와 사회사업가가 시행하였으며 대상자가 설문

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질의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작성한 설문지 중 빠트린 것이나 잘못 기록한 

것들을 확인하였다. 
 

4. 통계분석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본 설문지를 두 번 실시한 결

과간에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함으로 검증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하

부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기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WHOQOL 점수와 QOL-GI 

간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내용 타당도에 대해

서는 영역간의 상호연관(inter-corelation)을 보기 위

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변별 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역시 WHO의 지침20)에 따

라 성별, 나이(45세 이상과 이하), 질병의 유무에 따른 

각 하위척도와 영역별 점수를 t-test를 사용하여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AS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자료 

인구사회학적인 자료상 연구대상은 총 489명이었다. 

표 3에서 보는 바대로 성별은 남자 272명, 여자 217

명이었다. 평균연령은 34.9세로 표준편차는 13.4였다. 

이들의 교육 수준(최종 학력)은 무학 3명, 초등학교 20

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214명, 전문대학교 39명, 

대학교 127명, 대학원 58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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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명(53.8%)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274명, 기혼 

192명, 동거 10명, 별거 8명, 이혼 4명, 사별 1명이었

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좋다라고 답한 사람이 257명,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232명이었다(표 2). 
 

2. 신뢰도 및 타당도 
 

1) 검사-재검사 신뢰도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점

수(상관계수 0.965, p<0.0001) 뿐 아니라 모든 영역과 

하부척도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0.639(p<0.0001)에서 

0.857(p<0.0001)까지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결과

는 한국판 WHOQOL이 시간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신

뢰로운 검사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2) 내적 일관성 

한국판 WHOQOL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

도 계수, 즉 Cronbach’s α는 0.963이었으며 각 영역

과 하부척도에서는 0.606에서 0.918사이의 값을 보였

다(표 3). 이중 약이나 치료에 대한 의존성(하부척도 

11)에서 가장 높은 내적 일관성(0.918)을 보였다. Cr-

onbach's α값이 0.70이하인 영역들은 영역 4(사회영

역), 하부척도 13(대인관계), 하부척도 14(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하부척도 19(사회 복지 서비스：이용가

능성과 질)로 0.604에서 0.670을 보였다. 실험적으로 

한국판 WHO-QOL에 신설된 명예와 인정의 하부척도 

26에서 가장 낮은 내적 일관성(0.550)을 보였다. 
 

3) 기준타당도 

총점 및 각 영역/하부척도의 점수와 WHOQOL내의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OL)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496에서 -0.351사이, 그리고 0.222에서 0.726사이

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p<0.0001)가 있

Table 2. Sociodemographic data of subjects 

 Variables No. of suject(%) 

Male 272(55.6) 
Sex 

Female 217(44.4) 
Below 45 yrs 379(77.5) 
Over 45 yrs 110(22.5) Age 
Mean(year)(±SD) 34.9(±13.4) 
Below high school 261(53.8) 

Education 
Above college 224(46.2) 
Single 274(56.1) 
Married 191(39.1) 
Living as married  10( 2.0) 

Marriage 

Separated(Divorced)  13( 2.6) 
Healthy 258(52.8) 

Illness 
Ill 231(47.2) 

 

Table 3. Test-retest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sy 
(Cronhach’s a)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γ) 
in test-retest 
(n＝114) 

Internal 
consistensy 
Cronbach’s 

α 

Overall QOL & general  
health 0.901* 0.834 

Domain1 physical 0.748* 0.711 
Domain2 psychological 0.830* 0.823 
Domain3 independence 0.787* 0.803 
Domain4 social 0.815* 0.606 
Domain5 environment 0.857* 0.834 
Domain6 spiritual 0.802* 0.898 

Facet 1 pain 0.709* 0.786 
Facet 2 energy 0.793* 0.751 
Facet 3 sleep 0.692* 0.880 
Facet 4 positive feel 0.761* 0.805 
Facet 5 think 0.839* 0.733 
Facet 6 esteem 0.798* 0.825 
Facet 7 body 0.795* 0.818 
Facet 8 negative feel 0.721* 0.858 
Facet 9 mobility 0.688* 0.794 
Facet 10 activity 0.688* 0.780 
Facet 11 medication 0.639* 0.918 
Facet 12 work 0.776* 0.901 
Facet 13 relationship 0.746* 0.604 
Facet 14 support 0.753* 0.628 
Facet 15 sex 0.807* 0.769 
Facet 16 safety 0.659* 0.756 
Facet 17 home 0.757* 0.785 
Facet 18 finance 0.826* 0.860 
Facet 19 service 0.783* 0.670 
Facet 20 information 0.710* 0.811 
Facet 21 leisure 0.801* 0.843 
Facet 22 environment 0.719* 0.738 
Facet 23 transport 0.748* 0.772 
Facet 24 spiritual 0.802* 0.898 

Total 0.965* 0.963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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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총점 및 각 영역과 하부척도들의 점수와 대상자

가 스스로 보고하는 삶의 질 전반적 추정치(QOL-GI)

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353에서 -0.138사이, 그

리고 0.211에서 0.525였다. 이중 하위척도 11에서만 

p값이 0.01이하였고 그 이외의 영역과 하위 척도에서 p 

<0.0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내용 타당도 

경로분석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OL)은 영역 1(신체영역), 영역 2(심

리적 영역), 영역 4(사회영역), 영역 5(환경영역)와 연

관이 높았으며 r-squared 값은 0.90이었다. 영역 1 

(신체영역)은 영역 2(심리적 영역), 영역 3(독립성영

역)과 연관이 높았으며 r-squared 값은 0.42였다. 영

역 5(환경영역)의 경우 영역 2(심리적 영역), 영역 

3(독립성영역), 영역 4(사회영역), 영역 6(영성영역)

과 연관이 높았으며 r-squared 값은 0.55였다. 
 

5) 변별타당도 

성별에 따라 하부척도 7(신체상과 외모)에서는 여자

군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5). 반면, 하부척도 

3(수면과 휴식), 하부척도 15(성적 활동)에서는 남자

군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45세 이상과 이하에서의 차이는 영역 3(독립성 영

역), 영역 4(사회영역), 하부척도 1(통증과 불편감), 

하부척도 9(이동성), 하부척도 11(약물이나 치료에 대

Table 4. Criterion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Overall QOL QOL-GIa) 
Total 0.756* 0.511* 
Domain 1 physical 0.599** 0.405** 
Domain 2 psychological 0.726** 0.525** 
Domain 3 independence 0.579** 0.317** 
Domain 4 social 0.587** 0.393** 
Domain 5 environment 0.661** 0.448** 
Domain 6 spiritual 0.367** 0.275** 

Facet 1 pain 0.417** 0.266** 
Facet 2 energy 0.574** 0.367** 
Facet 3 sleep 0.449** 0.337** 
Facet 4 positive feel 0.677** 0.481** 
Facet 5 think 0.571** 0.411** 
Facet 6 esteem 0.650** 0.459** 
Facet 7 body 0.414** 0.327** 
Facet 8 negative feel 0.496** 0.353** 
Facet 9 mobility 0.406** 0.197** 
Facet 10 activity 0.604** 0.385** 
Facet 11 medication 0.351** 0.138*  
Facet 12 work 0.508** 0.346** 
Facet 13 relationship 0. 652** 0.434** 
Facet 14 support 0.351** 0.211** 
Facet 15 sex 0.366** 0.263** 
Facet 16 safety 0.541** 0.296** 
Facet 17 home 0.513** 0.272** 
Facet 18 finanance 0.343** 0.253** 
Facet 19 service 0.414** 0.299** 
Facet 20 information 0.507** 0.360** 
Facet 21 leisure 0.539** 0.438** 
Facet 22 environment 0.406** 0.257** 
Facet 23 transport 0.329** 0.223** 
Facet 24 spiritual 0.367** 0.275** 
**p<0.0001 *p<0.01 
a) QOL-GI：QOL-global impression 
b) Additional facet in this study for Korean version 

Fig. 1. Content validity(path analysis) in Korean ver-
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Overall QOL＝0.42 domain1＋0.48 domain5＋

0.16 domain2＋0.08 domain4＋
0.32 E3 

Domain 1＝0.39 domain2＋0.34 domain3＋0.76 
E1 

Domain 5＝0.34 domain 2＋0.31 domain3＋0.17 
domain4＋0.12 domain6＋0.67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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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성), 하부척도 12(직무수행능력), 하부척도 14 

(실제적인 사회적지지), 하부척도 16(신체적인 안전), 

하부척도 20(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얻는 기회)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나이가 적은 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반면 하부척도 21(여가생활의 참여와 기회)에

서는 나이가 많은 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영역과 하부척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영역 2(심리적 영역), 영

역 4(사회영역), 하부척도 3(수면과 휴식), 하부척도 

5(사고, 학습, 기억 및 집중력), 하부척도 6(자존감), 

하부척도 7(신체상과 외모), 하부척도 13(대인관계), 

하부척도 14(실제적인 사회적지지), 하부척도 15(성적 

활동), 하부척도 17(가정환경), 하부척도 21(여가생활

의 참여와 기회), 하부척도 22(환경), 하부척도 23(교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t-value in mean values(degree of freedom) 

Sex Age Ill  

Male Female Below45 Over45 Healthy Ill 
n 243 169 326 87 221 189 

Overall QOL -0.823 (394) 0.911 (411) 4.631 (408)** 
Domain 1 physical -1.707 (410) 0.340 (119) 4.945 (408)** 
Domain 2 psychological 1.273 (410) -0.816 (411) 1.887 (408) 
Domain 3 independence 0.578 (410) 4. 370 (107)** 8.214 (371)** 
Domain 4 social -1.419 (393) 2.020 (411)* 0.885 (408) 
Domain 5 environment 0.182 (410) -0.056 (411) 2.705 (408)** 
Domain 6 spiritual -1.055 (410) 1.061 (411) 1.986 (408)* 

Facet 1 pain -1.183 (410) 2.241 (113)* 7.044 (400)** 
Facet 2 energy 0.273 (410) -1.371 (411) 3.250 (408)** 
Facet 3 sleep -3.037 (391)** -0.344 (411) 1.905 (408) 
Facet 4 positive feel 0.677 (410) 0.555 (411) 2.306 (408)* 
Facet 5 think 1.170 (410) -1.205 (164) 1.191 (408) 
Facet 6 esteem 1.182 (410) 0.040 (411) 1.774 (408) 
Facet 7 body 2.037 (410)* -1.326 (411) -0.400 (408) 
Facet 8 negative feel 0.067 (410) -1.111 (118) 2.329 (408)* 
Facet 9 mobility 1.338 (410) 4.429 (112)** 5.817 (390)** 
Facet 10 activity -1.521 (390) 1.370 (118) 3.899 (407)** 
Facet 11 medic 1.767 (410) 5.600 (107)** 11.338 (307)** 
Facet 12 work 0.051 (410) 2.877 (119)** 4.294 (407)** 
Facet 13 relation 0.011 (410) 0.342 (411) 1.829 (408) 
Facet 14 support 0.499 (410) 5.319 (411)** 0.972 (408) 
Facet 15 sex -3.277 (409)** -0.512 (169) -0.496 (408) 
Facet 16 safety 1.371 (410) 2.242 (411)* 4.347 (408)** 
Facet 17 home -1.055 (410) -0.794 (411) 1.485 (408) 
Facet 18 finance 0.271 (410) 0.291 (411) 2.536 (408)* 
Facet 19 service 0.032 (410) 0.349 (411) 2.486 (408)* 
Facet 20 information 1.112 (410) 2.564 (411)* 2.467 (408)* 
Facet 21 leisure 0.777 (410) -2.175 (411)* 0.440 (408) 
Facet 22 environment -1.422 (410) -0.491 (411) 1.816 (408) 
Facet 23 transport -0.099 (410) -1.756 (411) -0.340 (408) 
Facet 24 spiritual -1.055 (410) 1.061 (411) 1.986 (408)* 

Total -0.570 (410) 1.616 (118) 4.556 (40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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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고     찰 
 

본 연구 결과 한국판 WHOQOL은 신뢰도, 내적 일

관성, 타당도 등에서 적절한 평가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우선,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3주 간격

으로 실시한 결과, 그 신뢰도는 각 영역과 하부척도 모

두에서 피어슨 상관계수(0.639~0.857)를 볼 때 매우 

유의하여 한국판 WHOQOL이 시간적으로 안정성이 있

는 신뢰로운 검사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는 홍콩16)의 

경우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가 0.64~0.9

임에 비해 유사하다. 

다음으로 이 척도의 각각의 영역과 하위 척도간의 내

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도 

각 영역과 하부척도에서 0.606에서 0.918사이로 비교

적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홍콩판16)의 0.67~0.79 보

다 높으나, WHO 연구22)의 0.65~0.93과는 비슷하다. 

Cronbach’s α값이 다소 낮은 영역들은 영역 4(사회

영역), 하부척도 13(대인관계), 하부척도 14(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하부척도 19(사회 복지 서비스：이용가

능성과 질)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영역들이 내적 일

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WHOQOL 

그룹에서 세계의 15개 나라에서 한 자료를 모은 결과

(The WHOQOL group 1998)에서는 하부척도 13(대

인관계), 하부척도 22(물리적 환경, 공해/소음/교통/기

후)에서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비교할 때 한국판에서 사회적인 지지체계나 복지체

계에 대한 하부척도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내적 일관

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분야에서 다소 

혼란된 양상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준 타당도는 각 영역 및 하부척도와 전반적인 삶의 

질 및 QOL-GI와 유의한 상관관계(상관계수 -0.353

∼-0.138 및 0.211∼0.52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판 WHOQOL이 삶의 질을 정확하게 잘 반영

하는 척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홍콩판16)의 0.31 

∼0.59에 비해 그리고 WHO 연구22)의 0.244∼0.676

에 비해 유사하다. 

내용 타당도를 보여준 경로분석 결과는 흥미 있다. 

즉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에는 신

체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영역, 환경영역이 중요하며 

독립성 영역이나 영성영역은 이차적인 것으로 다소 설

명력이 떨어지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한국은 서구와 달

리 자립심, 개인주의적 가치, 또는 종교적 내지 영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인다. 또한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나 환경영역의 삶의 질

을 설명하는데에 모두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이 이를 

설명한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인의 정

신위주의 가치관을 강하게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시사한다.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에서 남녀, 45세 

이상과 이하, 질병의 유무에 따른 각 척도와 영역별의 

차이를 보았다. 성별에 따른 남녀군간의 차이는 다음의 

3개 하부척도를 제외하고는 총점과 전 영역이나 하부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 바, 즉 여자에

서 신체상이나 외모에 대하여 남자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의 모습을 갖고있는 것을 보여주며 남성에

서는 수면이나 휴식, 성적 생활에 대하여 낮은 삶의 질 

점수를 보여주어 흥미롭다. WHO 연구22)에서도 여자에

서 에너지, 신체상 및 자존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를, 남자에서는 사회적지지, 가정생활, 경제, 영적생

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된다. 나이에 있어서는 

하부척도 21(여가생활의 참여와 기회)을 제외하고는 

나이가 적은 군에서 대체로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이

는 나이가 들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 낮아지

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과 일치한다. 

WHO연구22)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질병의 유무

에 따른 척도와 영역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질병군이 삶의 질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WHO

연구22)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영역 2(심리적 영역), 

영역 4(사회영역), 하부척도 3(수면과 휴식), 하부척도 

5(사고·학습·기억 및 집중력), 하부척도 6(자존감), 

하부척도 7(신체상과 외모), 하부척도 13(대인관계), 

하부척도 14(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하부척도 15(성적

활동), 하부척도 17(가정환경), 하부척도 21(여가생활

의 참여와 기회), 하부척도 22(환경), 하부척도 23(교

통), 하부척도 26(명예와 인정)이 질병이 있고 없음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질병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WHOQOL의 개발 당시에 사용한 척도21)에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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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나라에서 같은 항목과 하부척도,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문화권의 독특한 사회적 양상에 따

라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 각 나라에서의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

과20)21) 따르면 WHOQOL이 15개국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WHOQOL이 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한국판에 홍콩판16)에서와 같이 추가

한 사회적 명예와 인정, 그리고 먹는 일을 나타낸 하부

척도26)에서도 하위척도 중에서 가장 낮은 내적 일관성

을 보였다. 이는 현대 한국인에서는 명예와 인정이 중

국인보다 삶의 질에 있어 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

사한다. 따라서 한국판에 이러한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신뢰도 검사를 위한 재검사

시 지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재검사 검증에 적합

하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는 우리 나라에 타당도와 신

뢰도가 입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가 없어 타당도 검사에 이미 인정된 다른 

척도를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

한점은 WHO 실행 지침7)17) 따라 전반적인 삶의 질(ov-

erall QOL)와 QOL-GI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고 

본다. 셋째, 본 척도가 100문항이 넘는 문항수로 인하

여 임상에서 실행시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에 대해 WHO에서는 이에 26문항으로 압축된 간편형

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번에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판 간편형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암환자의 삶의 질 또는 정

신 장애자의 삶의 질, 정신과 약물치료 효과와 삶의 질 

등 특정 집단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module을 개

발하는 것이 추후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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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This study is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WHOQOL). 

Methods：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the WHOQOL group, THe WHOQOL was translated into 
Korean. Words for anchor points were selected based on a preliminary survey. Words or sentences were 
examined and modified by layman focus groups and a group of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so that 
the scale would be expressed in a more culturallyadequate and easily-understandable way. A back-
translated Korean version into English was sent to the WHO group for examination. A group of 583 
Koreans consisting of healthy people, medical patients and college students rated the Korean version of 
WHOQOL. For test-retest reliability, 113 college student rated it again after a 3-week interval. Statisti-
cal analysis was done with the collected data. 

Results：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regarded to have good test-retest reliabilily. Cronbach alpha 
value of total score, and scores of domains and facets were high. Total score and score of domains and 
face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verall QOL score and QOL-general impression score showing 
a significant criterion validity. Path analysis for content validity showed a certain pattern of relations 
among domai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domains and facets between sexes and age 
groups, as well as between healthy group and patient groups showing a significant discriminative validity. 

Conclusion：The Korean version of WHOQOL was proved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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