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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유전, 건강한 생활방식, 의료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령 인구는 전 세계적

으로 크게 증가하여[1], WHO [2]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5년에서 2050년 사이 12%에서 22%로 거

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한국 사회 역시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

가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력이 증 하고 있다[3]. 

개인의 노화과정은 평생 동안 어떻게 적응하며 삶의 질을 

인식하는 지를 반영하므로[1], 노년이라는 민감하고 취약한 

시기에 삶의 질에 한 이슈는 중요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은 자기 건강에 

한 인식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건강상태로 인해 개인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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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 감정 및 활동에 한 영향으로[4],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 및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그리고 자신의 목표, 기 , 표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 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된다[5]. 

즉, 삶의 질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자존감 향상, 만족감을 포함

한 기능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자립감, 사회 참여 정도 등의 요

인들을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곧 노인의 삶

의 질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1].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는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각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그간 국내에서 노인

을 상으로 삶의 질을 다룬 많은 연구[6-8]들에서 그들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EuroQol-five-dimensions 

three-level version (EQ-5D-3L) 도구를 이용하여 왔다. EQ- 

5D-3L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

울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도록 되

어 있으며[9], 영역별 건강상태를 일련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

식으로 건강프로파일을 기술할 수 있고, 건강수준의 통합적 

평가 지표인 건강효용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삶의 질 측정도구와 차별화된다[10].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10], 한

국에서도 2005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EQ-5D-3L을 도

입되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Q-5D-3L은 건강상 취약한 인구의 삶을 모니터하

기 위해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로 사회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11], 모든 항목에 문제가 없

다고 보고하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어 건강한 인구집

단에 한 변별력이 떨어져 다양한 건강상태를 구분하는데 있

어서의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12,13]. 실제 5개 영역의 EQ 

visual analog scale (VAS)에 한 설명력이 유럽 국가의 경우 

32~47%인 것에 비해 한국은 23%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4]. 한국 노인을 상으로 EQ-5D를 이용한 연구에서 연

령[15,16]과 일상생활수행능력[17,18]과 같은 요인들에서는 

국내외 부분의 연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성

별, 교육수준, 경제상태 등의 요인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

련성에 한 일관성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9]. 

EQ-5D-3L의 이러한 제한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일반인 

상으로 그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 한국형 건강 관련 삶의 질 도구인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ith 8 Items (HINT-8)과 HINT-8의 건강효용 산출

식을 개발하였고[20,21], 이를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 

도입하여 EQ-5D-3L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 HINT-8의 특정인구집단에 한 적용 타당성에 한 연

구는 한국 유방암 환자 300명을 상으로 한 연구[22]에 그치

고 있고, 노인에서의 적용 타당성을 조사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노인

들을 상으로 EQ-5D-3L와 HINT-8로 측정한 건강 관련 삶

의 질 정도를 파악하여 노인에 있어서의 HINT-8 도구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에서 HINT-8 

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 및 삶의 질 분포를 파악

한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HINT-8 

건강효용지수(utility index)와 EQ-5D-3L utility index

의 차이를 파악한다.

 HINT-8과 EQ-5D-3L 도구 각 영역 및 index 간의 상관성

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차 

분석한 단면조사연구이다. 

2, 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한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의 

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연령인[3]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19

년 자료수집 당시 질병관리청 연구 윤리심의위원회 승인(No: 

2018-01-03-C-A)을 받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한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삶의 질 측정도구인 HINT-8과 EQ-5D-3L에 

누락이 있는 216명을 제외한 총 1,519명을 분석하였다. 

3. 측정항목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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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

준, 가구소득정도, 스트레스 인지 정도, 질병력, 1년 이내 입원

여부, 2주 이내 외래방문 유무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교육수준은 초졸, 중졸에

서 고졸, 졸 이상으로, 가구소득은 상, 중(4분위수의 중상과 

중하를 묶음), 하로,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많음과 적음으로 그

룹화하였다. 질병력 관련해서 순환기계질환(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골다공증, 통풍), 내분비

계질환(당뇨, 갑상선질환), 우울증에 해 의사의 진단 여부를 

조사하였다. 

2) 건강 관련삶의 질

건강 관련삶의 질은 HINT-8의 8개 항목과 EQ-5D-3L의 5

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1) HINT-8 

HINT-8은 한국의 일반 인구를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21] 신체적 건강영역(계단오르기, 통증, 기운), 사회적 건강영

역(일하기), 정신적 건강영역(우울, 기억, 수면), 긍정적 건강

영역(행복)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표현

의 차이는 있으나 4개의 수준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수준 1

의 경우 해당 항목에 문제가 없는 것이며, 수준 4의 경우 문제

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억의 수준 1은‘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이며, 수준 4는‘전혀 기억을 할 수 없

었다’이다. 

HINT-8의 각 항목 수준을 묶어서 65536개의 건강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한국 전체 인구를 상으로 개발된 식을 이용

하여 HINT-8으로 구성한 건강상태별로 건강효용지수를 산

출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완전한 건강상태(11111111)의 

index값 1부터 가장 나쁜 건강상태(44444444)의 값 .13이다

[20]. 본 연구에서는 Jo [20] 연구를 이용하여 HINT-8 index

를 계산하였다. 

(2) EQ-5D-3L

EQ-5D-3L은 EuroQoL 그룹[9]이 개발한 일반적 삶의 질 

측정도구로 5개 영역(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

편, 불안/우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은 3개의 수준(1:

문제가 없음, 2: 다소 문제가 있음, 3 심각한 문제가 있음)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EQ-5D-3L로 구성된 건강상태에 해서 

한국에서 개발된 가치평가 연구[10]를 이용하여 건강효용지

수를 산출할 수 있다. 지수의 범위는 완전한 건강상태(11111)

의 값 1에서 가장 나쁜 건강상태(33333)의 값은 -.17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이 등[10]의 연구를 이용하여 EQ-5D-3L index

를 계산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분석은 SAS version. 9.2.3 program (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s)을 이용하였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추출되었으므로 분

석 시 이를 고려하여 복합표본 자료분석을 시행하였다. 층화

변수는 분산 추정층을, 군집에는 조사구를, 표본 가중값에 통

합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첫째, 각 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HINT-8, EQ- 

5D-3L의 분포 및 index 값은 실수와 가중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계산하였다. 두 개의 삶의 질 측정도구의 천장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좋은 상태의 가중백분율을 비교하였다. 

둘째, 알려진 그룹 비교 타당도(known-group validity)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65~74세, 75세 이상), 성별, 소득수준(중

하 이하, 중상 이상),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이상) 스트레스 

정도(많음, 적음) 지난 1년간 입원여부, 지난 2주내 외래방문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HINT-8 index와 EQ- 

5D-3L index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선형모델(com-

plex sample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23-25]를 참고하여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소

득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느낄

수록, 입원, 외래방문 경험이 있을수록 삶의 질 지수들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질병력에 해서도 질병이 있는 그룹

이 없는 그룹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살펴보기 위해 

HINT-8과 EQ-5D-3L 각 항목 및 index 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항목 간에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index 간에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

다. 유사한 영역 간의 상관계수는 그렇지 않은 영역간의 상관

계수보다 높을 것을 가정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연령은 65~69세가 33.5%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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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56.3%였다.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 67.4%,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2.9%였다. 1년 이내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1%, 2주 이

내에 외래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3.1%였으며, 순환기

계질환(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등)을 진단받은 경우는 14,6%,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골다공증, 통풍)을 진단받은 경우는 

45.5%, 내분비계질환(당뇨,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25.3%,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우는 6.0%였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분포

HINT-8의 항목별, 수준별 분포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HINT-8의 8개 영역에서 모두 수준 1에서 수준 4까지 응답이 

있었다. 계단오르기의 어려움(수준 2~수준 4)은 66.6% 통증은 

63.2%, 일하는데 어려움은 58.3%, 기억의 어려움은 66.0%, 수

면의 어려움은 54.6%로 보고되었다. 기운이 자주 없는 경우가

(수준 3~수준 4) 44.5%, 우울이 자주 있는 경우(수준 3~수준 4)

가 6.7%,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수준 4)한 경우가 11.4%

였다. 8개 영역 모두에서 각 수준이 증가할수록 EQ-5D-3L 

index 값이 감소, 즉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HINT-8이 3.6%, EQ- 

5D-3L이 51.3%로 HINT-8의 천장효과가 EQ-5D-3L에 비해 

훨씬 낮았다. 노인에서 utility index는 HINT-8에서 .76, EQ- 

5D-3L에서 .88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HINT-8 index

와 EQ-5D-3L index 비교 결과, 각 변수의 범주별로 HINT-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5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weighted n Weighted %

Age (year) 65~69
70~74
75~79
＞80

488
435
327
269

33.5
25.6
23.0
17.9

Sex Male
Female

657
862

43.7
56.3

Marital status Married & spouse cohibitation
Others

 1,011
 494

67.4
32.6

Income Low
Middle
High

708
678
127

45.2
45.6
 9.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ower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College or more

828
537
149

52.9
36.4
10.7

Subjective stress A lot or more
Little of less

259
1,258

16.7
83.3

Hospitalization in the past 1 year No
Yes

1,300
219

85.9
14.1

Outpatient visit in the past 2 weeks No
Yes

846
672

56.9
43.1

Cardiovascular disease No
Yes

1,297
222

85.4
14.6

Musculoskeletal disease No
Yes

819
700

54.5
45.5

Endocrine disease No
Yes

1,135
384

74.7
25.3

Depression No
Yes

1,427
92

9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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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와 EQ-5D-3L index 두 도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였다. 즉, 여성에서, 연령

이 높을수록,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 지수가 낮았

다. 1년 이내 입원한 경우, 2주 이내 외래를 방문한 경우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질 index가 높았다.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그룹에서 HINT-8 index가 .78이었고, 스트

레스를 많이 느끼는 그룹에서는 .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낮았다. 질환별로 진단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으며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우가 

HINT-8 index가 .69로 질환 그룹 중 가장 낮았다(Table 3). 

4. HINT-8과 EQ-5D-3L 간의 상관관계 

HINT-8과 EQ-5D-3L의 영역간, 지수간 상관계수를 분석

한 결과, HINT-8과 EQ-5D-3L의 유사영역간의 상관성이 그

렇지 않은 영역에 비해 높았다. HINT-8의 계단오르기(r=.52, 

p<.001)와 일하기(r=.43, p<.001)는 EQ-5D-3L의 운동능력

Table 2. HINT-8 Distribution by Item and Level (N=1,519)

HINT-8 item Level Unweighted n Weighted % EQ-5D-3L index, Mean

Climbing stair 1
2
3
4

491
693
291
 44

33.4
45.3
18.7
 2.6

.96

.90

.74

.67

Pain 1
2
3
4

535
739
207
 38

36.9
48.0
12.6
 2.6

.95

.89

.72

.66

Vitality 1
2
3
4

503
317
515
184

34.6
20.8
32.6
11.9

.94

.90

.86

.76

Working 1
2
3
4

611
615
197
 96

41.6
40.6
12.3
 5.4

.95

.89

.74

.72

Depression 1
2
3
4

879
531
 66
 43

60.1
33.2
 4.1
 2.6

.92

.85

.74

.69

Memory 1
2
3
4

496
864
147
 12

33.9
55.9
 9.3
 0.8

.93

.88

.76

.79

Sleep 1
2
3
4

663
626
202
 28

45.4
40.2
12.7
 1.7

.92

.88

.80

.75

Happiness 1
2
3
4

410
350
568
191

27.6
23.7
36.9
11.9

.93

.92

.87

.75

HINT-8 best state (11111111) 52 (3.6)

EQ-5D-3L best state (11111) 752 (51.3)

HINT-8 index, M±SD 0.76±0.12

EQ-5D-3L index, M±SD 0.89±0.15

EQ-5D-3L=EQ-5D 3 level version; HINT-8=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strument with 8 items;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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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성이 높았으며, HINT-8의 통증영역은 EQ-5D-3L의 

통증/불편감 영역(r=.49, p<.001)과, HINT-8의 우울영역은 

EQ-5D-3L의 불안/우울 영역과 상관성이 높았다(r=.39, p< 

.001). HINT-8에만 있는 기억, 수면, 행복은 기존 항목 비 상

적으로 상관성이 낮았다. HINT-8 index와 EQ-5D-3L index

와의 상관계수는 .60 (p<.001)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반 인구를 상으로 새롭게 개발

되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건강 관련 삶의 질 

도구 HINT-8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의 국

민건강영양조사에 적용되어 온 기존 도구인 EQ-5D-3L와 비

교하여 한국 노인을 상으로 적용시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HINT-8의 8개 항목별, 수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8개 영

역 모두에서 완전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수준 1에서 가장 나

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수준 4까지 응답이 있었다. 계단오르

기, 통증, 일하기, 기억, 수면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어

려움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 3에서 4에 이르는 

우울이 자주 있는 경우는 6.7%,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1.4%였다. 본 연구결과, HINT-8의 8개 영역 모두에

서 각 수준이 높아질수록 EQ-5D-3L index 값이 감소하여 건

Table 3. HINT-8 Index and EQ-5D Index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N=1,5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HINT-8 index EQ-5D-3L index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65~69
70~74
75~79
＞80

0.78±0.10
0.76±0.11
0.75±0.12
0.71±0.14

19.82 ＜.001 0.92±0.12
0.88±0.15
0.88±0.14
0.81±0.19

20.99 ＜.001

Sex Male
Female

0.79±0.10
0.73±0.12

 9.33 ＜.001 0.91±0.13
0.86±0.16

 7.06 ＜.001

Marital status Married & spouse cohibitation
Others

0.77±0.10
0.72±0.13

 6.82 ＜.001 0.90±0.13
0.85±0.18

 5.65 ＜.001

Income Low
Middle
High

0.73±0.12
0.78±0.10
0.80±0.10

34.41 ＜.001 0.85±0.17
0.91±0.12
0.93±0.13

29.52 ＜.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ower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College or more

0.73±0.12
0.79±0.09
0.82±0.07

71.56 ＜.001 0.85±0.17
0.91±0.13
0.94±0.08

45.52 ＜.001

Subjective stress Little or less
A lot or more

0.78±0.10
0.67±0.13

 8.92 ＜.001 0.90±0.14
0.82±0.19

 5.52 ＜.001

Hospitalization in 
the past 1 year

No
Yes

0.77±0.11
0.71±0.13

 5.96 ＜.001 0.89±0.14
0.83±0.18

 3.98 ＜.001

Outpatient visit in 
the past 2 weeks

No
Yes

0.77±0.10
0.74±0.12

 3.71 ＜.001 0.90±0.13
0.86±0.17

 4.37 ＜.001

Cardiovascular 
disease

No
Yes

0.76±0.11
0.73±0.12

 2.29 .023 0.89±0.15
0.85±0.17

 2.87 .005

Musculoskeletal 
disease

No
Yes

0.79±0.10
0.72±0.12

 9.39 ＜.001 0.92±0.13
0.84±0.17

 9.61 ＜.001

Endocrine disease No
Yes

0.76±0.11
0.74±0.13

 3.34 .001 0.89±0.15
0.86±0.16

 4.67 ＜.001

Depression No
Yes

0.76±0.11
0.69±0.13

 4.59
　

＜.001
　

0.89±0.15
0.83±0.20

 2.07
　

.040
　

*p-value by general linear model; HINT-8=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strument with 8 items; EQ-5D-3L=EQ-5D 3 level vers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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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관련 삶의 질이 감소하였으므로, HINT-8의 모든 항목에서 

수준별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

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HINT-8 3.6%, 

EQ-5D-3L 51.3%로 HINT-8의 천장효과가 EQ_5D-3L에 비

해 훨씬 낮았다. 이는 EQ-5D-3L이 모든 항목에 문제가 없다

고 보고하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어 건강한 인구집

단에 한 변별력이 떨어져 다양한 건강상태를 구분하는데 한

계가 있음을 지적한 선행 연구[26]를 지지하는 결과로, HINT- 

8이 EQ-5D-3L 비 한국 노인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의 

면 한 측정이 가능한 도구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의 각 변수 

범주별로 HINT-8 index와 EQ-5D-3L index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두 도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 지수가 낮았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최근 입원이나 외래를 방문한 경우에서, 스트레

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이는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인 모든 영역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노인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던 선행 연구[27]와 동

일한 결과이며, 교육수준과 경제상태가 삶의 질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고 기혼 응답자의 삶의 질이 미혼 또는 사별에 비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28]. 

분석 결과, 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및 긍정적 건

강영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HINT-8의 8항목

은 EQ-5D-3L의 5항목과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 중 신체적 건강영역의 계단오르기와 

사회적 건강영역의 일하기는 EQ-5D-3L의 운동능력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HINT-8의 정신적 건강영역에 해당되는 우

울은 EQ-5D-3L의 불안/우울과 상관성이 높은 것 비, 기억

과 수면은 EQ-5D-3L의 5가지 항목 모두와 유사한 정도의 상관

성을 가지고 있었다. 기억과 수면은 특정 질병이나 질병치료와 

관련된 상황적 특성과 민감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특정 항목과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기보다는 EQ-5D-3L의 

운동능력, 자가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및 불안/우울과 

-.13에서 -.26사이의 유사한 상관성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HINT-8의 신체적 기능영역에 포함되는 기운(vitality) 또

한 EQ-5D-3L의 5개 영역 모두에서 .21에서 .32의 유사한 수준

의 상관성이 있었다. 노인의 체력은 삶의 질, 독립성 및 자율성 

향상과 관련이 있고[1], 노인에서의 활동적인 생활방식은 보

다 나은 삶의 질,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및 더 많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므로[29] 노인에서의 기운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건강영역

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HINT-8에 포함된 행복은 EQ-5D 

-3L의 5개 항목과 유사한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긍정적 감

정상태이며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내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1], 행복 지수가 높은 개인은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30]. 따라서 행복은 노인의 건강 관

Table 4.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HINT-8 and EQ-5D-3L (N=1,519)

HINT-8 item

EQ-5D-3L domain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EQ-5D index

r r r r r r*

Climbing stairs .52 .30 .43 .38 .26 -.55 

Pain .37 .27 .32 .49 .25 -.49 

Vitality .32 .21 .28 .24 .23 -.36 

Working .43 .29 .39 .38 .27 -.48 

Depression .24 .18 .26 .27 .39 -.33 

Memory .21 .14 .21 .22 .21 -.27 

Sleep .18 .13 .20 .26 .20 -.27 

Happiness .25 .20 .27 .23 .31 -.32 

HINT-8 index -.50 -.33 -.45 -.48 -.38 .6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NT-8=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strument with 8 items; EQ-5D-3L=EQ-5D 3 level version; All 
correl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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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구성요소로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노인이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더불어 질병과 질병관리로 인

한 문제를 타 연령 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것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Q-5D-3L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강상태의 수가 243

개에 불과하여 기술적인 풍부함(descriptive richness)이 떨

어져 다양한 건강상태 표현 시 어려움이 있는 데에 반해[20], 

HINT-8의 경우 각 항목 수준을 묶어서 65,536개의 건강상태

를 표현할 수 있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좀 더 세 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에게서

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 하게 측

정해낼 수 있는 도구로써 HINT-8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사용한 HINT-8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HINT-8은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적용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HINT-8과 EQ-5D-3L은 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수준, 스트레스 정도, 지난 1년간 입원여부, 지난 2

주내 외래방문 여부에 따른 알려진 그룹 비교 타당도를 측정

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두 도구 모두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

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HINT-8 3.6%, 

EQ-5D-3L 51.3%로 HINT-8의 천장효과가 EQ-5D-3L에 비

해 훨씬 낮아 HINT-8이 EQ_5D-3L 비 한국 노인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의 면 한 측정이 가능한 도구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1인 가구와 같은 제한된 환경

에 있는 노인이나, 암, 당뇨 등 특정 질환 관리 중인 노인에게

서의 HINT-8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개인의 질병 관련 건강문제를 광범위하

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개인의 질병 관련 특성

을 면 하게 다룰 수 있는 조건하에서 HINT-8과 EQ-5D-3L 

두 도구를 이용하여 상관성을 평가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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