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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II
(WHODAS II-K) with community dwelling elderly population.
Methods：The WHODAS II-K was administered to 1204 community residents aged 65 or over in two areas of Kwangju,
South Korea, in 2001. For assessing ‘health condition’, data on physical illness, depression (Korean version of Geriatric Mental
State Schedule B3), and cognitive dysfunction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were collected. For evaluating
‘contextual factors’, informa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ender, living area, marital state, and religiou),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type of accommodation, number of room, previous occupation, and current employment), and
social network were obtained.
Results：WHODAS II-K showed high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split-half reliability, and inter-rater and test-retest
reliabilities. In the correlation analyses, scores on the WHODAS II-K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unfavorable
conditions in the all variables on health condition and contextual factors. Partial correlations of scores on the WHODAS II-K
with health condition were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contextual factors.
Conclusion：The WHODAS II-K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assessing disability in elderly population since it
reflects physical illness, depression, and cognitive impairment, which are common in elderl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1):86-92)
KEY WORDS：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II (WHODAS II-K)·Reli-

ability·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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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하WHO)가 1980년에 출판한‘국제 손상, 장애, 불구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

‘장애(disability)’
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abilities, and Handicaps, 이하 ICIDH)’
에 의하면, 장애

변화되어왔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는‘어떤 손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정상적이라고 여겨
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 또는 결여’
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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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주로 신체적 활동 영역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며 장애의 개념은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보다
확장되었다. 즉, 장애의 개념과 정의에 신체적 활동 영역
은 물론이고 사회활동이나 심리적 대응 등과 같은 영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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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하게 되었다.2,3)

한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의

2000년에 WHO는 ICIDH를‘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

치매 역학조사연구 즉, 10/66 Dementia in Developing

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

Countries Research Program11)의 한국측 협력연구이

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로 개정하면서, 장애의

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특별히 명시하

개념을 확실히 변화시켰다. ICIDH에서는 장애를 질병이

지 않는 한, 10/66 Dementia in Developing Countries

나 손상의 결과적 산물로서 정의하지만, ICF에서 장애란

Research Group이 제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4)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구성요소로서 묘사된다.

즉 장애

여 획득되었다.

란 신체의 기능과 구조의 손상, 활동의 한계 및 참여의 제
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며, 건강상태의 부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의 절차

적 측면을 나타낸다. 반면에 기능은 장애와 대비되어 건

연구의 대상모집과 시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

강의 긍정적 측면을 묘사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된다.

내외 논문에 이미 보고되었다.12-14) 이를 요약하면, 광주

그리고 기능 및 장애는‘건강 상태’
(health condition：

광역시 광산구 2개 동의 주민 등록부에 기재된 65세 이

질병 및 질환) 및‘상황적 요인’
(contextual factor：성

상의 거주민 1566명 가운데 1204명(77%)이 본 연구에

별, 인종, 나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 및 사회의 태도, 구조

참여하였다.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훈련 및 감독을 받은

적 특성, 법적 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의

사회복지학 전공의 연구보조자 16명이 가가호호 방문조

4)

관계에 있다. ‘WHO 장애평가조사표(WHO Disability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

Assessment Schedule II, 이하 WHODAS II)’
는 이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참가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한 ICF의 개념에 근거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개인의

받았다.

기능 및 장애를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새롭게 개발된 도
구이다.5)

WHODAS II-K의 제작

장애의 평가는 모든 인구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
인구에서 그러하다. 왜냐면, 노인들은 다양한 신체질환6)
7)

8)

WHODAS II의 종류 및 문항구성

과 함께, 우울증 이나 인지장애 와 같은‘건강 상태’의

WHODAS II의 모든 문항은 완전 구조화되어있다. 현

문제가 많으며, 이로 인한 장애 또한 매우 흔할 것이기 때

재 WHODAS II는 적용방법 및 문항 수에 따라 다음과

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에서 WHODAS II를 이용하여

같은 8가지 판(version)이 있다：자가-적용형 12문항판

장애를 평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문헌조사에 의하면 아

및 36문항판；조사자-적용형 12문항판, 36문항판, 그리

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는 WHODAS II가 비교적 최근

고 12문항 선별+선별반응에 따른 최고 24문항 추가판；

에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WHODAS II를

대리보고자 자가-적용형 6문항판, 36문항판, 그리고 대

일반인구나 특정 질병 환자집단에게 적용한 연구9,10)도

리보고자 조사자-적용형 36문항판.
이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10/66 Dementia in De-

아직은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한국어판 WHODAS II(Korean

veloping Countries Research Program에서 사용되는

version of WHODAS II, 이하 WHODAS II-K)’
를개

도구인, 조사자-적용형 36문항판을 선택하였다. 이는 다

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WHODAS II를 한국어로 제작

음과 같은 6개 영역 및 이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뢰

있다：1) 이해와 의사소통(understanding and comm-

도 및 타당도 검증하였다.

unicating)：6문항, 2) 돌아다니기(getting around)：5
문항, 3) 자기 관리(self-care)：4문항, 4) 다른 사람과

방

법

어울리기(getting along with others)：5문항, 5) 일상
생활 활동(life activities)：8문항, 6) 사회활동 참여

본 연구는 2001년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거

(participation in society)：8문항. 이 가운데 일상생활

주 노인들의 제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제 2차 역학

활동 영역에는 직업과 관련된 4문항이 있다. 따라서 대상

조사(Kwangju Epidemiological Study for Elderly-Ⅱ；

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조사하지만, 없

KESEL-Ⅱ)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 KESEL-Ⅱ는 또

는 경우에는 이 4문항은 누락시키므로 결국 32문항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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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다.
모든 문항은 Likert 형식(1점：전혀 그렇지 않다~5
점：매우 심하다/할 수 없다)으로 되어있다. 최종점수는

J.S. Yoon, et al

가된다. 0점은 정상군, 1점과 2점은 우울증 아사례군(subcase), 3~5점은 우울증 사례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이 점수를 연속변인으로 처리하였다.

SPSS syntax를 통해 산출된다. 대상자의 직업 유무에 따
라 36문항 또는 32문항용 syntax판이 각각 이용된다. 그
러나 최종점수는 이에 관계없이 0~100점의 범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하다.

인지기능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MMSE-K)17)를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WHODAS II-K의 제작과정
저자들은 WHO로부터 WHODAS II를 한국어판으로

상황적 요인 평가

만들기 위해 공식적 허가를 받았다(2001년 8월 22일).
번역은 WHO의 번역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즉,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2개 국어 사용자가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모

인구학적 특징
연령, 성별, 거주지역(도시 또는 농촌), 결혼상태(배우
자 유무), 종교유무를 조사하였다.

두 세 차례의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의 번역
및 역번역판은 WHO에 보내졌다(2001년 9월 27일). 번
역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어법을 맞추었다.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주거형태(자가 또는 셋집), 방의 수, 과거직
업(육체노동 여부), 현재직업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 후 국문학자에게 의뢰하여 표현이 자연스럽고, 문법에
알맞도록 교정하였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 노인들과 실제

사회적 지지체계

면담을 통하여 어색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고, 최종적으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을 조사하였다：1) 독거, 2) 한

로 연구자들의 합의회의를 통해 WHODAS II-K를 완성

달에 1회 미만 친척 만남, 3) 한 달에 1회 미만 친구 만

하였다. WHODAS II-K는 분량이 많아 본 논문에 싣지

남, 4) 친한 친구 없음, 5) 한 달에 1회 미만 이웃 만남,

못했지만, 본 연구의 교신저자에게 연락하면 그 내용의

6) 친한 이웃 없음. 각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 결

열람이 가능하다.

핍은 그 유(1점) 무(0점)에 따라 채점된다. 총 6점 만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핍되었음을

건강 상태 평가

의미한다. 이 평가방법의 타당도는 저자들의 다른 연구에
서 발표될 예정이다(원고 투고중).

신체질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노인들에게 흔한 11개의 건강

통계분석

문제를 조사하였다：1) 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2) 시력문

기초분석에서 WHODAS II-K가 기운분포를 보였기 때

제, 3) 청력문제, 4) 지속적인 기침(해소), 5) 숨참 또는

문에, 분석은 가능한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WHO-

천식, 6) 고혈압, 7) 심장문제, 8) 위장관 문제, 9) 기절

DAS II-K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s α값

또는 실신, 10) 편측 마비, 11) 피부질환. 각 건강문제의

과 반분신뢰도(Guttmans’split half)를 측정하였다. 조

유(1점) 무(0점)에 따라 채점하며, 총점은 11점 이다.

사자간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1주일) 신뢰도는 광주시
립정신병원 노인병동에 입원한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조사하였다. 타당도 평가를 위해 WHODAS II-K 점수와

Copeland 등15)이 제작한 Geriatric Mental State Sch-

조사된 모든 변인과의 상관을 Spearman의 상관계수를

edule(이하 GMS) B3판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GMS B3

통해 측정하였다. 저자들은 의학자로서 장애와 건강 상태

(Korean version of GMS B3, 이하 GMS B3-K)의 번

사이의 상관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장애

역 및 타당화 과정은 저자들이 다른 연구를 통해 보고하

와 건강 상태 변인과의 상관은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을

였다.16) 컴퓨터 알고리듬을 통해 우울증은 0~5점으로 평

통제한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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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data and correlations with scores on the WHODAS II-K (N=1204)

Health condition

Correlation statistics

Mean (SD) or
number (%)

Spearman’s rho

p

Number of physical illness, M (SD)

02.7 (02.4)

-0.502

<0.001

GMS B3-K depression, M (SD) scores

00.7 (01.2)

-0.402

<0.001

MMSE-K, M (SD) scores

23.7 (05.0)

-0.311

<0.00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M (SD) years

Contextual factor

72.6 (06.0)

-0.184

<0.001

Gender, men：women N (%)

0505：699 (58.1)

-0.239

<0.001

Living area, rural：urban N (%)

0746：458 (38.0)

-0.117

<0.001

Marital state, have：no spouse N (%)

0710：494 (41.0)

-0.166

<0.001

Religious observation, yes：no N (%)

0617：587 (48.8)

-0.099

<0.001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 (SD) years
Type of accommodation, owned：rented N (%)

03.7 (04.3)

-0.187

<0.001

1099：105 (08.1)

-0.121

<0.001

Number of room, M (SD)

02.9 (01.0)

-0.080

<0.006

Previous occupation, non-manual：manual N (%)

167：1037 (86.1)

-0.106

<0.001

Current employment, yes：no N (%)

0552：652 (54.2)

-0.188

<0.001

Social Network
Number of social deficit, M (SD)
01.1 (01.1)
-0.177
<0.001
WHODAS II-K：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II, GMS B3-K：Korean version of Geriatric
Mental State Schedule B3,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결

과

600
Std. Dev=10.79
Mean=6.7

기술적 자료

500

N=1204.00

36문항판이, 652명(54.2%)에게는 32문항판이 적용되었
다. 참가자의 WHODAS II-K 점수의 분포는 Fig. 1에
제시되어있다. 참가자 가운데 424명(35.2%)이 0점인 극
단적 양의 기운분포를 보였고, 평균값(표준편차；범위)은

Number of participants

참가자 1204명의 기술적 자료는 Table 1의 첫째 열에
요약되어있다. 직업 유무에 따라 552명(45.8%)에게는

400

300

200

6.7(10.8；0~86.9)이었다.
100

신뢰도 분석

(Guttmans’split half) 계수는 36문항판이 0.79, 32문
항판은 0.85로 양호하였다. 20명의 입원 노인환자를 통
해 산출한 조사자간 신뢰도의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5.0

10.0

0.92, 32문항판은 0.94로서 우수하였으며, 반분신뢰도

0
0.0

WHODAS II-K의 Cronbach’s α값은 36문항판이

Scores on the WHODAS II-K

Fig. 1. Distribution of scores on the 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II (WHODAS II-K) in
community dwelling elders (N=1204).

correlation coefficient)와 1주일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
상관계수는 각각 0.87(p값<0.001)과 0.66(p값<0.001)

인지기능) 및 상황적 요인(인구학적 특징, 사회경제적 수

으로 높았다.

준, 사회적 지지체계)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의
2~3열에 제시되었다. WHODAS II-K의 점수는 불리한

타당도 분석
WHODAS II-K 점수와 건강 상태(신체질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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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WHODAS II-K의
점수는 인구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고령, 여성, 도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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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of health conditions with total and domain specific scores on the WHODAS II-K (N=1204)*
Total
score
Number of physical illness
GMS B3-K depression

Domain 1
score

Domain 2
score

Domain 3
score

Domain 4
score

-0.419‡

-0.181‡

-0.411‡

-0.199‡

‡

‡

‡

‡

-0.309

-0.151

-0.240

-0.164

Domain 5 score

Domain 6
score

36 item
version

32 item
version

-0.154‡

-0.125‡

-0.187‡

-0.390‡

‡

†

‡

-0.284‡

-0.135

-0.099

-0.139

MMSE-K

-0.277‡
-0.269‡
-0.176‡
-0.230‡
-0.214‡
-0.009‡
-0.039‡
-0.200‡
WHODAS II-K：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II, GMS B3-K：Korean version of Geriatric
Mental State Schedule B3,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Domain 1：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Domain 2：getting around, Domain 3：self-care, Domain 4：getting along with others, Domain 5：household and work activities,
Domain 6：and participation in society, *：Controlling for variable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e, and social
network, †：p<0.01, ‡：p<0.001

배우자 없음, 그리고 종교 있음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생각된다. WHODAS II-K의 내적일관성(Cronbach’α),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결핍된 사회적 지지

반분신뢰도(Guttmans’ split half), 조사자간 및 검사-

체계와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본페로니 수정(Bonferoni

재검사의 통계적 계수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어,

correction)을 하였을 때도,‘방의 수’변인만이 유의성

WHODAS II-K가 신뢰도가 높은 조사도구 임이 입증되

을 상실하였고 나머지 모든 변인은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었다.

WHODAS II-K 총점 및 6개 영역 점수와 건강 상태

WHODAS II-K 점수는 신체질환, 우울증 및 인지기능

(신체질환, 우울증, 인지기능)와의, 상황적 요인을 통제한,

과 같은 건강 상태의 불리한 여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상

편상관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신체질환, 우

황적 요인 즉 인구학적 특징,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사

울증, 그리고 인지기능과 WHODAS II-K 총점과의 상관

회적 지지체계의 불리한 상태와도 상관이 있었다. 이 결

은 다른 변인으로 통제하기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여

과는 WHODAS II가 ICF의‘생물-심리-사회적 모형

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모든 p값<0.001). WHODAS

(bio-psycho-social model)’개념에 부합하여 인간의 기

II-K 세부 영역 점수와의 상관도 대부분 유의하였다. 그

능과 장애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5,23)

러나 인지기능(MMSE-K)과 WHODAS II-K 제 5 영역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상과 달랐던 한

(일상생활 활동)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지 변인은 종교였는데, 즉 유종교군이 무종교군에 비해
장애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이는 유종교군

고

찰

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저자들은 특히 WHODAS II-K 점
1)

ICIDH에 의하면, 질병 및 손상이 장애를 유발한다.

수와 신체질환, 우울증 및 인지기능과 같은 건강 상태와

그러나 ICF에 의하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

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건강 상태 변인 외

하다. 즉 장애는 그 자체가 질병과 손상에 불리한 영향을

의 상황적 요인들을 통제한 편상관을 측정하였다. 그 결

미치게 된다. 예컨대, 장애는 특정 신체질환의 발생률을

과 WHODAS II-K 점수와 신체질환, 우울증 및 인지기

높이고,18) 우울증 및 인지장애로 인한 부담과 이환률을

능 사이에 독립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서구에서 이루어

19,20)

질병으로 인한 입원횟수 및 사망률을 높

진 선행연구에서도 장애가 신체질환,1-3) 우울증,18,24-27)

인다.21,22) 새롭게 개발된 WHODAS II는 장애 측정에 있

그리고 인지장애20,28)와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소견

어서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인까지 반영한다.

은 노인인구에서 장애를 평가할 경우에는 신체질환, 우울

본 연구는 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에서

증, 그리고 인지장애 영역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시

WHODAS II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또한 상황

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WHODAS II-K는 치료 후

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애와 건강 상태 사이의 상

의 효과를 판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즉, 노인에서 신

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체질환, 우울증, 그리고 인지장애에 대한 치료 전후에 이

증가시키며,

WHODAS II-K의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상당수(35.2%)
가 장애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는 등 극단적인 양의 기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치료의 전체적
인 효과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분포를 보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

한편 WHODAS II-K의 제 5 영역(일상생활 활동)은

로 거주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었기 때문으로

MMSE-K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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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가사 일 및 직업에 관한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일반 성인에 비해 노인들은 이러한 활동 자체가 감소

2)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3)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둘 간의 상관은 다양한 인구군
에서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1) 연구대상군이 특정 질병을 가
진 노인 환자군이 아니라,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들로부터 모집 되었고, 2) 대상군의 수가 1000명 이
상으로 많은 편이고, 3) 참가자와 불참자의 인구학적 변

4)

5)

6)

인을 비교했을 때, 참가자가 연구표본으로서 대표성을 띄
었으며,13,14) 4) 평가에 사용된 도구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7)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화된 도구 또는 질문지를 한국어
로 표준화하여 사용했다는 점들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8)

연구설계가 횡단연구였기 때문에 장애와 임상적 특징을
비롯한 기타 변인들과의 상관에 있어서 그 시간적 또는

9)

역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데 있다.
요약하면, WHODAS II-K는 우리나라 노인의 장애를
평가하는데 신뢰도 및 타당도가 우수하였고, 특히 WHO-

10)

DAS II-K는 노인의 신체질환, 우울증 및 인지기능 상태
를 독립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도구가 앞으로 다양한 인
구 및 질환군에 대한 연구, 개입연구, 추적연구, 그리고
횡문화적 비교연구의 참고자료로서 널리 이용되기를 기

11)

12)

대한다.
13)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한국어판

14)

15)

세계보건기구 장애평가조사표 II(Korean version of WHODAS II, 이하 WHODAS II-K)’
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

16)

이 있었다. 분석 결과, WHODAS II-K는 우리나라 노인
의 장애를 평가하는데 신뢰도 및 타당도가 우수하였고,
특히 노인에게 흔한 신체질환, 우울증 및 인지기능 상태

17)

를 독립적으로 반영하였다. 향후 이 도구가 노인의 장애
평가 및 관련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8)

중심 단어：한국어판 세계보건기구 장애평가조사표 II·
신뢰도·타당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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