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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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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The present study was focused on examining into the hearing loss-based depression that is frequently observed the aged 
over 65 years old. Hereupon, author analyzed the correlation of depression between normal and hearing loss, using KGDS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as well as ascertained the influence of hearing loss on depression and the applicability to 
screening test data. Methods：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the 108 aged over 65 years old (normal；37, hearing loss；71) and 
their average age was 77.06 years old. Pure-tone audiometry was practiced over the whole frequency band and KGDS was drawn up 
through bone conduction test and tympanometer. Results：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le accounted for higher proportion 
of the hearing loss in the aged over 65 years old, but the female was higher in geriatric depression. Considering the cause of depres-
sion, the males were mostly caused by negative thinking and unhappiness feeling, and physical weakening and decreased vitality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female’s. Second, The group whose hearing threshold heightened in high-frequency band hearing lose 
was observed showed more serious depression, compared with the group doing not have hearing loss. Moderate hearing loss-based 
depression was prominent in case of trisection method, and moderate severe hearing loss was prominent in case of quadrisection 
methd. Third, The reason why the aged over 65 years old, who have hearing loss, feel depressive was mostly caused by physical 
weakening and decreased vitality, concurrently with som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cognitive dysfunction, negative thinking and 
unhappiness feeling, etc. Finall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their depression, their complaints about hearing loss increased. 
Conversely, their complaints decreased when their depression was relatively low. Conclusions：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sed to make the aged over 65 years old rightly recognize the problem of hearing loss and the importance of early 
treatment and rehabilitative therapy, and may be used to correctly ascertain the geriatric depression that psychologically depresses the 
aged. Moreover, it may be applied to the screening test data that helps the specialists to counsel those who have hearing loss and to 
select hearing aids and something else. 
 
KEY WORDS：Hearing loss·Geriatric depression·psychological factor. 

 
 

INTRODUCTION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대두

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새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

(ageing into disabilities)과 장애를 가진 채 나이가 드는 

사람들(ageing with disabilities)이 증가한다. 특히 고령화

가 될수록 난청이 심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저서 65~74세

에는 33%, 75~84세에는 45%, 85세 이상에서는 62%가 

경도난청(mild hearing loss) 이상을 보인다고 한다.5) 노

인의 경우 난청은 육체적인 안녕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적

인, 사회적인 기능수행 상태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일

상 활동의 제한까지도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4) 또한 

난청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태학적 연구에 따르면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는 우울증 

과 치매와 관련성이 있다.12)14) 특히 난청은 불안과 우울성

향 그리고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Herbst 등14)에 의하면 청력이 손실된 노인의 69%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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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손실이 없는 노인의 31%에서 우울증이 있고, 난청을 갖

은 노인환자의 20~30%가 심각한 우울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15)18)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노인의 청각적인 기능장애와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11) 더

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순환기 질환이나 근 골격계 질환등 

중년기 이후 만성 신체질환에 관하여는 연구도 활발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이시기에 매우 

흔한 정서장애인 우울에 관하여는 그 빈도나 사회적 중요

성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7)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

질환의 하나인 노인의 난청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밝히

기 위해 정인과 등8)이 개발한 우울증상의 문화적 차이가 감

안된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도구(Korean Geriatric Depres-
sion Scale：KGDS)를 사용하여 우울증과 난청과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고, 나아가 난청이 미치는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조기 치료 및 재활에 평가도구로서의 유용성

을 알아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피검사 대상자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

일 까지 목포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 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123명을 실시하였고, 그중 남자가 31

명(28.7%), 여자가 77명(71.3%) 이였다. 30 dBHL을 기

준으로 난청 있는 경우 71(65.7%)명 난청이 없는 경우 37 

(34.3%)명의 비율을 이였다.  

전체 평균연령은 77.06세(Range：65~93세, SD：6.23)

이고, 남자의 평균연령은 75.61세(Range：66~84세, SD：

5.02) 여자의 평균 연령은 77.64세(Range：65~93세, 

SD：6.60)로 여자의 평균연령이 높았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첫째 성별, 자가 평가지를 기록하였고, 한국

형 노인 우울검사도구(Korean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를 피검자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피검자에

게 답을 요구하는 Face to Face(FF)법을 사용하여 작성

하였다. 한국형 노인우울검사는 각 질문에 대해‘예’,‘아

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우울증 증세와 관련된 응

답은‘1’, 그렇지 않는 경우는‘0’으로 코딩하였다. 총 0

점에서 30점의 우울증 점수 분포상 에서 측정점수의 14~ 

18점 사이가 경계선 수준 및 경도의 우울증, 19~21점 사

이는 중등도의 우울증, 그리고 22점 이상은 심도의 우울증

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항목별로 5가지 요인으로 구별된다. 

요인1은 정서적 불편감(emotional discomfort), 요인2 비

관적 사고 및 불행감(Neagtive thinking and unhappiness 

feeling), 요인3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Physical weaken-
ing and Decreased vitality), 요인4 인지기능 저하(Cog-
nitive dysfunction), 요인5 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저하

(Decreased social interest and activity) 이다.  

둘째 청력검사기(Qualiton Wide Range-C)을 이용하여 

최대한 외부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에서 시행하였으며, 이경검사기(Video oto-
scope ST-104)와 고막운동성계측기(GSI Tympstar V2)

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어음과 관련이 큰 주파수

인 500, 1,000, 2,000 Hz을 (500+1,000+2,000)/3으로

한 3분법으로 산출하여 30 dBHL이하를 정상(no hearing 

loss), 30~40 dBHL는 경도(mild hearing loss), 41~55 

dBHL는 중도(moderate hearing loss), 56 dBHL 이상은 

중고도(moderate severe hearing loss)로 분류하였다. 그

리고 연구결과의 유의 검증 SPSS 10.0을 사용하였다.  

 

RESULTS 
 

성별에 따른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  

남자의 경우 전체 평균 난청의 정도는 44.25±15.58로 

중도(moderate hearing loss)의 난청을 나타내고, 우울검

사는 15.55±3.93점으로 경도의 우울정도를 나타냈다. 여

자의 경우는 34.31±11.23으로 경도(mild hearing loss)

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the test scores 

  Normal Hearing loss Total 
Sex   

Hearing KGDS Hearing KGDS Hearing KGDS 

Mean 24.58 13.00 47.16 15.93 44.25 15.55 
Male 

SD 02.85 05.48 14.52 03.64 15.58 03.93 

Mean 25.15 14.33 41.17 17.39 34.31 16.08 
Female 

SD 04.57 05.09 09.73 04.37 11.23 04.90 

Mean 25.09 14.19 43.45 16.83 37.16 15.93 
Total 

SD 04.39 05.07 12.04 04.14 13.34 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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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청을 나타내고, 우울검사는 16.08±4.90점으로 경도

의 우울정도를 나타냈다. 난청유무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보면 난청이 있는 경우 보면 남자 15.93±3.64점으로 경

도의 우울, 여자는 17.39±4.37점으로 경도의 우울정도를 

나타냈다(Table 1). 남자와 여자의 우울점수에 대한 t-검

증을 실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

았다(t=-0.535 p=0.593). 그러나 평균역치를 공변량으

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검사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Table 2).  

성별에 따른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의 요인별 비

중을 보면 남자인 경우 비관적사고 및 불행감 - 인지기능 

저하 -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 - 정서적 불편감 - 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저하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 - 인지기능 저하 -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 정서적 불편감 - 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

동저하의 순서로 나타났다(Fig. 1).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를 나타내는 요인 3의 경우 평

균 우울점수가 남자와 여자 각각 4.13±1.38점과 5.34±

1.70점으로 여자가 1.21점이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난청의 정도에 따른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KGDS)  

 

주파수별 난청의 정도  

주파수별 평균 난청의 정도를 분류해보면 0.5 kHz는 35.79

±12.85, 1 kHz는 35.60±14.58, 2 kHz는 38.24±16.08

으로 중도(moderate hearing loss)의 난청을 나타냈고, 4 

kHz는 47.18±18.26으로 중고도(moderate severe hear-
ing loss), 8 kHZ는 68.38±20.40으로 중고도(moderate 

severe hearing loss)난청으로 고주파수 대역에서 역치가 

상승하였다(Fig. 2).  

 

3분법에 의한 분류  

대상자의 난청의 정도 분포는 정상청력의 경우 37명(34.2%), 

경도 난청은 35명(32.4%), 중도 26명(24.1%), 중고도 10

명(9.3%)의 분포를 보였다(Table 4). 3분법에 의해 난청

의 정도를 구별해 보았을 때 정상인 경우 25.09±4.39이

고 우울점수는 14.19±5.07점, 경도난청인 경우 34.24±

2.79이고 우울점수는 14.97±3.51점, 중도난청인 경우에

는 47.44±3.53이며, 우울점수는 19.54±4.05점으로 중등

도의 우울정도로 가장 높은 우울정도를 나타났다. 중고도의 

경우 난청의 정도는 65.33±12.49이고, 우울점수는 18.90

±3.84점으로 경도의 우울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

류한 집단간의 우울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4). 이것은 난청의 정도가 상승할수록 우

울한 정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후검증을 실

시한 결과로 정상(Normal)과 중도난청(Moderate hearing 

Table 3. Factor3 distribution in KGDS 

Sex N Mean SD t df p 

Male 31 4.13 1.38 
Female 77 5.34 1.70 

-3.517 106 0.001 

p<0.05 
 

Table 2. T-test,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scores 

t df p 
Sex N Mean SD 

SS F p 

Male 31 15.55 3.93 0-0.535 106.518 0.593* 

Female 77 16.08 4.09 -95.208 005.518 0.021* 
p<0.05 
 

Fig. 1. Factor distribution in both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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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인 경우(p=0.002), 중고도난청(Moderate severe 

hearing loss)인 집단과의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p=0.026). 그리고 난청이 있는 집단과 난청이 없는 집단

에 대한 우울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난청이 없는 집단

의 우울점수는 14.19±5.07점, 있는 집단은 16.83±4.14

점으로 난청이 있는 집단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5). 

난청의 정도에 따른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의 요인

별 비중을 보면 정상인 경우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비

관적 사고 및 불행감-정서적 불편감-인지기능 저하-사

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저하로 나타났고, 난청이 있는 집단

은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인지기능 저하-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정서적 불편감-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저하 

순서로 나타났다(Fig. 3). 또한 요인4의 경우 정상에서 2.54

±1.54점, 난청에서 3.52±1.41점으로 통게적인 수준에

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5).  

 

4분법에 의한 분류  

4분법에 의한 대상자의 난청의 정도 분포는 정상청력의 

경우 27명(25.0%), 경도 난청은 68명(62.9%), 중도 10

명(9.3%), 중고도 3명(2.8%)의 분포를 보였다(Table 6). 

3분법에 의한 분포에 고주파수영역인 4 kHz를 포함하여 4

분법 분류의 우울점수를 보면 난청의 정도가 정상인 경우에

는 13.04±4.92점으로 우울정도는 정상으로 낮아졌다. 경

도난청인 경우 우울검사는 15.71±4.18점, 중도난청인 경

우 우울검사는 17.30±3.55점, 중고도난청인 경우 우울검

사는 19.38±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청의 정도

가 상승할수록 우울정도는 높게 나타나며, 우울점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Table 6).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로 정상인 경우와 중도난청인 경우

(p=0.004), 중고도난청인 경우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p=0.000). 난청유무에 대한 우울점수의 차이

를 검증한 결과 난청이 있는 집단의 우울점수는 13.04±

4.92점, 없는 집단은 16.89±4.14점으로 두 집단간의 우울

점수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Table 7). 

난청의 정도에 따른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의 요인

별 비중을 보면 정상인 경우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정서

적 불편감-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인지기능 저하-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저하로 나타났고, 난청이 있는 집단은 신체

적 약화 및 기력쇠퇴-정서적 불편감-인지기능 저하-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저하 순서로 나타

났다(Fig. 4). 또한 요인2, 요인4, 요인5는 정상과 난청 그

룹에서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7). 

 

자가 평가 항목에 따른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 

 

난청에 대한 자가 평가  

본인이 느끼기에 난청이 있느냐는 질문에, 난청이 있는 집

단에서는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60명(84.5%)

Table 4. Trisection method scores 

  Means±SD F 
Hearing loss  N (dBHL) Depression  (df) 

p 

Normal 037 (034.2%) 25.08±04.39 14.19±5.07 7.517 0.000 
Mild  035 (032.4%) 34.24±02.79 14.97±3.51 (3.0)  
Moderate  026 (024.1%) 47.44±03.53 19.54±4.05   
Moderate severe  010 (009.3%) 65.33±12.49 18.90±3.84   
Total 108 (100%)0. 37.16±13.34 15.93±4.63   
p<0.05 
 
Table 5. Factor4 distribution in KGDS  

 N Mean SD t Df p 
Hearing  Normal  37 14.19 5.07 
Loss  Loss  71 16.83 4.14 

-2.908 106 0.004 

Factor Normal  37 02.54 1.54 
4 Loss  71 03.52 1.41 

-3.320 106 0.001 

p<0.05 
 

Fig. 3. Factor distribution in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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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울점수는 17.33±4.12점, 난청이 없다고 답한 경우

는 11명(15.5%)으로 우울점수는 14.09±3.24점으로 나

타났다(Table 8). 난청이 없는 집단에서는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8명(48.6%)으로 우울점수는 15.39

±5.36점, 난청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9명(51.4%)으로 

우울점수는 13.05±4.64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보청기에 대한 자가 평가  

들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겠냐는 자가 평

가에는 난청이 있는 집단은 착용하겠다가 23명(32.4%) 우

울점수는 17.57±4.01점, 착용 안한다가 48명(67.6%) 

우울점수는 16.48±4.2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청이 있

는 집단에서 보청기 자가 평가에 대한 우울검사 점수가 통

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난청이 없는 집단은 착용하겠다가 5명(13.5%) 우울점수는 

18.00±3.04점, 착용 안한다가 32명(86.5%) 우울점수는 

13.59±5.05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DISCUSSION 
 

성별에 따른 한국형 노인우울검사에서 평균 청력역치는 

남자 44.25±15.58 dBHL, 여자는 34.31±11.23 dBHL

Table 6. The quadrisection method scores 

 Means±SD F 
Hearing loss N (dBHL) Depression (df) 

p 

Normal 027 (025.0%) 24.81±03.53 13.04±4.92 8.195 0.000 
Mild 038 (035.2%) 35.76±02.91 15.71±4.18 (3.0)  
Moderate 030 (027.8%) 48.04±04.12 17.30±3.55   
Moderate severe 013 (012.0%) 65.19±10.51 19.38±4.25   
Total 108(100%) 39.98±13.52 15.93±4.63   
p<0.05 
 
Table 7. Factor5 distribution in KGDS 

 N Mean SD t df p 
Hearing Normal 27 13.04 4.92 

Loss Loss 81 16.89 4.14 
-3.993 106 0.000 

Factor Normal 27 2.41 1.85 
2 Loss 81 3.28 1.64 

-2.333 106 0.022 

Factor Normal 27 2.37 1.45 
4 Loss 81 3.46 1.46 

-3.360 106 0.001 

Factor Normal 27 0.96 0.81 
5 Loss 81 1.46 0.95 

-2.424 106 0.017 

p<0.05 
 
Table 8. Self assessment test scores 

 Hearing loss Assessment N Mean SD t df p 
Loss 60 17.33 4.12 2.471 69 0.016 

Loss 
Normal 11 14.09 3.24    

Loss 18 15.39 5.36 1.420 35 0.164 
Hearing 

Loss 
Normal 

Normal 19 13.05 4.64    
Want 23 17.57 4.01 1.034 69 0.305 

Loss 
Not 48 16.48 4.20    

Want 05 18.00 3.04 1.808 35 0.048 
Hearing 

Aid 
Normal 

Not 32 13.59 5.05    
p<0.05 
 

Fig. 4. Factor distribution in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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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자가 여자 보다 10 dB정도 청력의 손실이 많았으며, 

남자에게 난청이 많다는 연구결과1)와도 일치하였고 이러

한 이유는 남자들의 사회생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데 성별에 따른 우울검사를 보면 남자 15.55±3.93점 여

자 16.08±4.90점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력손실이 있는 집단의 남녀의 우울검사를 보면 남

자는 15.93±3.64점 여자는 17.39±4.37점으로 여자가 남

자보다 우울점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Table 1). 

이는 난청환자의 우울성향의 관계를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한 방희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자가 19.6

점, 여자가 27.4점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했

다. 또한 양로원 재원 노인은 재가 노인에 비해 우울증 정

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되었고,4) 박병탁 등2)의 연구

에 의하면 양로원 재원 남자노인의 16%, 여자노인의 33%

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였다. 성별에 대한 우울점수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자와 여자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Table 2), 이를 청력역

치를 공변량 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와 

여자의 우울점수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F=5.518, P=0.021). 그러므로 이는 성별과 상관

관계가 있는 청력역치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성별에 

대한 우울점수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자

는 남자보다 우울점수가 높다. 이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

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 우울성향이 낮다17)는 것과

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우울검사의 요인을 보면 남자는 비

관적사고 및 불행감을 가장 많이 호소한 반면 여자의 경우

는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요인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신체적 약화 및 기력의 쇠퇴요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아 여자가 

더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가가 주 

요인 이다고 할 수 있다(Fig. 1).  

본 연구에서 살펴본 65세 이상 노인의 조사대상자의 난

청의 정도를 주파수별로 보면 0.5 kHz에서는 35.79±12.85, 

1 kHz에서는 35.60±14.58, 2 kHz에서는 38.24±16.08

로 경도의 난청으로 주파수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

다. 그러나 4 KHz에서는 47.18±18.26으로 중도의 난청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2). 이러한 경향은 노

인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Bunch10)의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노인의 고음역 난청을 기술한 것과 더불어 노인성 난청은 

노화와 더불어 고음역의 난청이 생기는 것으로 노인성 난

청에 대한 보고와,23) 노인의 청각장애는 고주파 소리에 대

한 기능장애가 더욱 심하다20)는 것과도 일치한다.  

난청의 정도에 따른 우울검사에서 평균 청력역치가 상승

할수록 우울점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65

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 난청이 있을 때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민수6)의 연구에 의하면 노

년기에는 당면하는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해 만발성 우울증

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하고, Woo 등22)은 대규모 중국 노

인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 선형회귀 분석방법을 통해 노인

우울증에 영향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인 건

강이 노인성 우울의 주요 원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의 요인을 보면 신체적 약

화 및 기력쇠퇴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난청유

무에 의한 우울요인 중 요인4의 경우 통계적인 수준에서 차

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난청유무에 대해 정상과 난청자

의 우울요인의 차이는 요인4인 인지기능 저하라고 할 수 있

다(Table 5). 또한 4분법에 의한 분류에 따른 한국형 노

인우울검사(KGDS)의 요인별 비중을 보면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 정서적 불편감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관심저하 및 활동

저하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4분법으로 구별한 난청의 유무에 대해서는 정

상과 난청자의 우울요인의 차이는 요인2, 요인4, 요인5가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7). 이는 Evans & Katona

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의 우울증은 주요 생활사건, 

신체장애, 만성적인 장애 그리고 신뢰감 있는 대인 관계의 

결여 등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처럼 노인의 

난청은 신체의 기능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어서 난

청이 미치는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조기 치료 및 재활에 대

한 평가도구로서 한국형 노인우울검사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난청에 대한 자가 평가에 대한 우울검사를 보면,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난청이 없다고 한 경우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처음 면담시 본인의 난

청에 대한 견해로 우울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난청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높지만, 우울점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인의 난청

에 대한 부분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청기 착용에 대한 자가 평가에 대한 우울검사를 보면, 

보청기 착용하겠다가 17.64±3.87점, 착용하지 않겠다가 

15.33±4.75점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겠다는 집단의 우울검

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청력보다 많은 노인들이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청력보다는 작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볼 수 있다.9) 

Popelka 등21)의 연구에서는 난청이 있는 노인 중 20.7%

만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노인의 경향이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그들의 난청이 심하다고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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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난청으로 인하여 보

청기를 착용하려는 사람은 난청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

끼고 우울점수가 높은 사람임으로 보청기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 부분은 보청기상담 및 

보청기의 선택과정에서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은 난청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우울검사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난청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조기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청으로 인하여 육체적, 심

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우울증을 살펴볼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보청기의 선택과 상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난청 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의 

선별검사 자료로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난청자의 

입장에서 난청에 의한 심리적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atz는 신체 질환과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에서 신체 질환이 호전됨에 따라 우울증이 호

전된다고 하였음으로 난청의 재활을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

청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울증에 대해 한국형 노인우울검

사(KGDS)를 이용하여 성별, 난청정도, 및 자가평가에 따

른 우울증의 차이를 분석하고, 난청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

향 및 선별검사 자료로 활용에 대해서 평가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의 청력손실은 남자가 높고, 노인우울

은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의 요인으로 

남자는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여자는 신체적 약화 및 기

력쇠퇴가 가장 높았다.  

2) 노인의 청력역치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상승하고, 난

청이 있는 집단이 난청 없는 집단보다 더 우울하다. 또한 

중도의 난청이 가장 우울하다.  

3) 정상인 집단과 중도난청, 정상인 집단과 중고도이상

인 집단에서 우울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크다.  

4) 65세 이상 난청자의 우울요인은 신체적 약화 및 기

력쇠퇴가 가장 높고, 인지기능,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등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  

5) 난청에 대한 자가 평가로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신체

적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우울정도가 낮은 경우 실제청력

보다 작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할 수 있다.  

6) 난청을 갖고 있고 경도의 우울을 나타내면서도 보청

기 착용에 대한 견해는 안한다가 48(67.6%)명 이나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 난청에 대

한 올바른 인식 및 조기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경

각심을 일깨워 주고 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청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우울증을 살펴보고, 

난청의 상담과 난청자의 건강한 생활, 보청기의 선택과 상

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의 선별검사 자료로 활용하여 난청자

의 입장에서 난청에 의한 심리적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청력손실·노인난청·우울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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