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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research groups have developed various questionnaires for hearing-impaired listeners since 1990 while proving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Currently, audiologists are able to use some of them at the beginning and/or end of consultation 
with their hearing-impaired patients and thus to estimate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hearing loss, difficult listening 
situations, degree of disability including psychosocial and emotional aspects, and benefit from hearing aids based on 
numerical values of questionnaires. However, although these questionnaires have their own purposes and interpretation, the 
audiologists sometimes underuse or overuse them due to unfamiliarity. This paper reviews the most popular 11 questionnaires 
with the purpose, contents, scoring, and interpretation for the hearing-impaired adults and elderly. It also includes their pros 
and cons. Finally, it discusses which questionnaire should be considerable and need to be developed in clinical setting of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questionnaires should extend effective auditory rehabilitation program.

Key words: Questionnaire, Hearing-impairment, ALHQ, PHAP, PHAB, SADL, IOI-HA, GHABP, HHIA, HHIE, SSQ, 
KESHH, COIS

INTRODUCTION

청력손실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통한 적

절한 보청기 증폭은 난청인들의 보청기 착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지속적인 보청기 사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Kochkin, 2005, 2007). 그러나 보청기 착

용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 보청기 착용에 따른 수행 

능력을 포함하여 청력손실로 인해 자각되는 심리적 

장애의 인식 정도, 어려운 듣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활한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부되어 결정

된다(Polonenko et al., 2010). 또한 청각장애는 난

청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제한 뿐 아니라 원활하지 

못한 사회 생활과 부정적인 정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력검사만으로 손실을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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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정보가 요구된다(구호림 & 김진숙, 2000). 

따라서 난청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청능사는 난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설

문지를 사용하여 난청인의 현재 처한 어려움이나 상

태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청력평가에 수반되는 설문지는 난청인이 자신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객관

적으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청능사들은 보다 구

체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된 일부 설문지

들은 설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한된 문항 수로 

인해 청력손실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상세하

게 묻을 수 없거나, 네/아니오 등의 이분법적 답변을 

요구하여 충분한 평가 및 결과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문항 수가 너무 많아서 설

문 시간이 길고 지루하여 대상자의 집중력을 떨어뜨

리는 설문지도 종종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외 및 국내에서 개발된 난청 성인 및 노인용 설문

지를 바탕으로 각각의 개발 목적, 내용 구성, 결과 

해석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 설문

지 별로 개발 과정에서 관련성 높은 연구물들을 제시

함으로써 본 논문의 가장 뒤쪽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이용하여 추후 심층적으로 설문지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고, 각 설문지의 개략적 특징들을 포

함하여 한국어 번역의 연구들은 Appendix 1의 비고

란에 표기하여 참고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는 추후 

청능사들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문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Table 1에는 현재 국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문지 10개와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설문지 1개, 총 11

의 설문지를 4개의 주제와 3가지의 평가방식으로 구분

하였다. 주제별로는 1) 난청에 대한 수용태도로 ALHQ 

(Atti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2) 보청기 착용에 따른 수행력의 변화 등 증폭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HAP (Profile of Hearing Aid 

Performance)와 PHAB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가 있으며, 3) 보청기 착용에 따른 만족도 평가로 

IOI-HA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SADL (Satisfaction with Amplification in Daily 

Life), COSI (Client Oriented Scale of Improvement), 

GHABP (Glasgow Hearing Aid Benefit Profile), SSQ 

(Speech, Spatial, and Quality of Hearing Scale), 

4) 난청으로 인한 장애지수 평가를 위해 HHIA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Adults), HHI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KESHH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가 있다. 평가방식 별로는 1) 네/아니오, 또는 

네/아니오/가끔의 이분법적 답을 요하는 ALHQ, HHIA, 

HHIE, 2) 해당 정도에 따라 5 ~ 10개의 순서 척도로 

답을 요하는 PHAP, PHAB, IOI-HA, SADL, KESHH, 

SSQ, 3) 대상자에게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영역을 개방형

으로 먼저 묻고, 해당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그 

정도를 순서척도로 답하도록 요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COSI와 GHABP가 있다.

Table 1. 국내·외 난청 성인 및 노인용 설문지의 주제 별·평가 방식 별 분류

구분 난청에대한 수용태도 보청기 착용 효과 보청기 착용 만족도 난청으로 인한 장애지수

이분법 ALHQ

HHIA
(HHIA-S)

HHIE
(HHIE-S)

순서척도

PHAP
(APHAP)

IOI-HA KESHH

PHAB
(APHAB)

SADL

SSQ

개방형과 순서척도의 
혼합법

COSI

GHA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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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QUESTIONNAIRES

1. 난청에 대한 수용적 태도 여부

청능재활의 효과는 개인의 청력손실에 대한 부정

적 또는 긍정적 수용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

라서 난청인들의 심리적 태도는 청능재활의 효과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는 청능사가 난청인과의 상담

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1) Atti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ALHQ) (Saunders & 

Cienkowski, 1996)

•목적: 보청기 미착용 난청인을 비롯하여 과거 보

청기 착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착용 중인 난청인

의 성격, 난청에 대한 수용적 태도, 동기부여(기

대), 삶의 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조사하고 보청기의 착

용과 상담에 대한 효능성을 분석하고자 함.

•내용구성: 5개의 하위 영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됨. 1) 청력손실의 사회·정서적 영향(social 

and emotional impact of hearing loss, SEI), 

청력손실의 부적절한 수용 및 적응(lack of 

acceptance and adjustment to hearing loss, 

LAA), 3)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함에 

대한 인식 정도(perceived absence of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PASSO), 4)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hearing aid stigma, HAS), 5) 

청력손실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hearing 

loss, AHL).

•채점방식: 1) 영역 간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인 첫 번째 채점 방법은 전체 24개의 문항

에서 긍정의 답변(예)에 1점, 부정의 답변(아니

오)에 0점을 부여하고 각 영역별로 SEI는 10점, 

LAA는 6점, PASSO는 4점, HAS는 4점, AHL은 

6점 (24번만 3-2-1점 부여)으로 총점화 함. 이

에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30점을 ALHQ의 최

대점수로 간주함. 2) 영역 간 비중을 다르게 적

용한 두 번째 채점 방법은 비중이 큰 문항인 1, 

2, 4, 5, 6, 8, 10, 11, 12, 13, 14, 19, 22, 23

번에서 긍정의 답변(예)에 2점, 부정의 답변에 

(아니오)에 0점을 부여함. 반대로 비중이 적은 

문항인 3, 7, 9, 15, 16, 17, 18, 20, 21번에는 

긍정에 1점, 부정에 0점을 부여하며 24번 문항은 

3-2-1점으로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함. 

각 영역별로 SEI는 14점, LAA는 10점, PASSO

는 7점, HAS는 6점, AHL은 7점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총점 44점이 ALHQ의 최대점수가 됨.

•장점 및 단점: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10 

~ 15분 이내로 비교적 짧고 개개인의 청력손실

에 따른 보청기 착용에 대한 효능, 상담 및 청능 

재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답변이 

‘예’ 혹은 ‘아니오’ 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분법적

인 결과가 도출 될 가능성이 높고 영역당 중복되

는 문항이 존재하여 채점 기준이 복잡함.

•관련 연구물: Brooks(1989); Saunders & 

Cienkowski(1996); Saunders et al.(2005); 

Saunders et al.(2007).

2. 보청기 착용에 따른 수행력 변화 등 효과 측정

보청기 착용 전과 비교하여 착용 후 난청인들의 

듣기 수행력에서의 변화 정도 혹은 보청기를 통하여 

얻게 된 이득 정도에 관하여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청능재활의 가장 큰 관심분야이다. 이에 Robyn 

Cox 교수 연구팀은 PHAP와 PHAB를 개발하고, 이

를 여러 단계의 표준화 검증 과정을 거쳐 임상현장에

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1) Profile of Hearing Aid Performance (PHAP) 

(Cox & Gilmore, 1990)

•목적: 다양한 일상생활의 듣기 상황에서 의사소

통 능력은 물론 환경음의 강도와 음질에 대한 반

응 등 특정 듣기 환경에서 난청인들의 보청기 착

용에 따른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내용구성: 4가지의 듣기 환경(Environ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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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nvironmental sounds) 하에서 총 66개

의 문항을 통하여 보청기 착용 수행 능력을 수치

화 함. 1) Environment A는 일상 대화음 강도 

수준에서 시각적인 단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의사

소통을 하며, 배경 소음이 낮고 반향음이 적어 

듣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예를 들어, 주로 거실

이나 조용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 상황). 친숙한 상대자(familiar talkers)와 

대화 상황 및 편안한 의사소통 상황(ease of 

communication)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14문

항으로 구성됨. 2) Environment B는 대화 시 

외부로부터 환경음의 방해는 적으나 반향음이 있

고 낮은 대화음 강도와 적은 어음단서가 있는 의

사소통 상황(예를 들어, 중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거나 상대방의 얼

굴을 보지 않고 듣는 상황). 다양한 배경 소음 

(background noise), 반향음(reverberation), 

단서가 줄어든 상황(reduced cues)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됨. 3) 

Environment C는 외부로부터 환경음이 다소 크

고 이에 대화음의 강도도 동시에 커지나 시각적 

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예를 들어, 번잡한 

상점에서 점원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상황). Environment B와 

동일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6개의 

문항이 있음. 4) Environmental sounds는 다양

한 환경음 상황으로 18개의 문항이 전화음, 물 

흐르는 소리, 컵 깨지는 소리 등 생활 속 환경음

의 부정적 인식여부(averseness of sounds)와 생

활 환경음의 왜곡 여부(distortion of sounds) 

등 2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됨. 즉, 4개의 듣기 

상황은 총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채점방식: 66개의 문항을 모두 7개로 순서 척도

화하여, A 항상(99%), B 거의 항상(87%), C 대

체적으로(75%), D 반정도(50%), E 때때로(25%), 

F 가끔(12%), G 거의 없음(1%)으로 답하고, A는 

6점으로 G는 1점으로 차등적으로 채점하여 총점

을 구함. 문항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항상’으로 답변할 시에는 설명된 상황에

서 자주 문제가 발생됨을 뜻하며 총 점수가 낮을

수록 보청기 수행 능력이 더 좋음.

•장점 및 단점: 다양한 듣기 상황 속에서 보청기 

착용 후 수행 능력을 자세히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설문지로 보청기 착용 

전의 수행력을 측정하여 착용 후의 수행력 변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 그러나 총 66개로 문항

수가 너무 많아 대상자의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

성이 큼. 이에 설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22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Performance (APHAP)가 1998년 

Purdy & Christopher에 의해 개발됨.

•관련 연구물: Cox & Gilmore(1990); Nelson & 

Palmer(1994); Purdy & Jerram(1998).

2)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 (PHAB) (Cox 

et al., 1991)

•목적: 소음 속 환경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의 다

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난청인이 보청기 착용 

전 보고하는 어려움과 보청기 착용 후의 어려움

을 겪는 정도를 비교하여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이득과 감소된 장애 정도를 정량화하고자 함. 

•내용구성: 보청기 착용에 따른 수행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설문지인 PHAP의 듣

기 상황 별 7개 하위 영역(친숙한 상대자와의 대

화상황, 편안한 의사소통 상황, 다양한 배경 상

황, 반향음, 단서가 줄어든 상황, 생활 환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여부, 생활 환경음의 왜곡 여

부)의 총 66개의 문항을 기본으로 사용함. 기존 

문항에서 ‘내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when I 

wear my hearing aid)’의 부분만 삭제하고 문

장의 나머지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였고, 7개의 

순서 척도를 사용하여 두 개의 상황 즉, ‘보청기

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without my hearing 

aid)’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with my hearing 

aid)’로 각각 답변하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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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식: 채점 방식은 PHAP과 동일하며 ‘보청

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점수 결과와 ‘보청

기를 착용했을 때’ 점수 결과를 각각 총점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간주함. 

그러나 두 총점간의 차이가 클수록 보청기 착용 

이득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장점 및 단점: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수행력 비

교가 가능하고 착용 기간에 따른 이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의 만족도에 대한 장기적

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그러나 보청기 착

용전과 후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비교가 가능하고 

문항 수가 많아서 설문 시간이 오래 걸림. 이에 

설문 시간을 1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도록 24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 (APHAB)이 Cox & 

Alexander(1995)에 의해 개발됨. APHAB는 의

사소통 환경에 따른 4개의 하위 영역 (일상적인 

의사소통, 반향음에서 의사소통, 소음환경에서의 

의사소통, 큰소리에 대한 불쾌감)에 영역별 6개

씩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현재 임상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관련 연구물: Cox et al.(1991); Cox & Rivera 

(1992); Cox & Alexander(1992); Cox & 

Alexander(1995); Cox(1997); Cox et al.(2003b); 

Johnson et al.(2010).

3. 보청기 착용의 만족도 평가

Kochkin(2010)의 현상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보

청기의 보급과 보청기 적합에 대한 과학 기술의 도입

으로 인하여 난청인들의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가 차

츰 증가하였고, 이는 보청기 적합 후 착용을 하지 않

고 서랍 속에 넣은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만들었다. 

즉, 보청기 착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청기 구입의 동

기 유발은 물론 착용의 지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

구자들은 보청기 기술적 변화와 이에 따른 보청기 착

용의 심리적 만족도 평가에도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가보고서 형태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1)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 Hearing 

Aid (IOI-HA) (Cox & Alexander, 2002)

•목적: 보청기를 통한 혜택과 만족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국제 워크샵 「Self-Report 

Outcome Measures in Audiological Rehabilitation」
의 결과물로서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됨. 

정기적인 센터 방문 시 지난 2주 간의 보청기 

사용에 대한 난청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정량화

하고자 함.

•내용구성: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설문지로서, 단독 사용보다는 APHAB 등의 다른 

설문지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함. 7개의 문항은 

주로 설문 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 동안 1) 하루 

평균 사용시간, 2) 가장 잘 듣고자 희망하는 상

황에서의 보청기를 통한 이득 여부, 3) 가장 잘 

듣고자 하는 장소에서 듣기에 어려웠던 정도 (활

동 제약 여부 등), 4) 현재의 보청기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 5)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제

약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와 정도, 

6) 현재의 보청기 착용이 삶의 질을 변화시켰는

지, 7) 현재의 보청기가 없다면 듣기에 어려움 

정도로 구성됨. 멤피스 대학의 Dr. Robyn M. 

Cox의 Hearing Aid Research Lab (HARL)의 

홈페이지(http://www.harlmemphis.org/ 

index.php/clinical-applications/ioi-ha/)를 통

하여 영어를 포함한 24개의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음. 

•채점방식: 각 문항의 선택답안지는 5개의 구간척

도로 이루어졌으며, 1점은 가장 부정적인 견해이

고 5점은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7개 문

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

과가 호의적인(more favorable outcome) 것으로 

간주함.

•장점 및 단점: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어 설문

시간이 짧게 소요되며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보청기 처방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7개의 문항 중 부정

적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하여 타 설문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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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여부를 인식하고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연구물: Cox et al.(2000); Cox & 

Alexander(2002); Cox et al.(2002); Kramer 

et al.(2002); Noble(2002); Cox et al.(2003a).

2) Satisfaction with Amplification in Daily Life 

(SADL) (Cox & Alexander, 1999)

•목적: 긍정적 영향, 서비스와 비용적 측면, 부정

적 영향, 개인 이미지의 4가지 영역에 대해 보청

기 착용의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개발됨.

•내용구성: 보청기를 착용하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어

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하여 14가지 요소

로 정리하고, 이를 4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함. 이

후 25개의 시범 문항(trial items)을 제작하여 

다시 보청기 착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최종 4가지 영역의 15개 문항으로 개발함. 멤피

스 대학의 Dr. Robyn M. Cox의 Hearing Aid 

Research Lab (HARL)의 홈페이지(www.ausp. 

memphis.edu/harl/applications.html)에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음.

•채점방식: 15개 문항을 7개의 구간척도로 점수화 

함. 그 중 11개의 문항은 A를 최저로 G를 최고

점으로 하여, ‘A 전혀 그렇지 않음(1점)’, ‘B 약

간 그럼(2점)’, ‘C 다소 그럼 (3점)’, ‘D 보통 그

럼 (4점)’, ‘E 상당히 그럼(5점)’, ‘F 매우 그럼(6

점)’, ‘G 전적으로 그럼(7점)’으로 채점하고, 나

머지 4개의 문항은 A가 최고 G가 최저점으로 

채점함. 긍정적 효과, 부정적 측면, 서비스 및 

비용적 측면, 자아상의 4개 항목 각각의 평균과 

15문항의 평균으로 산출되는 총체적 점수를 이

용함.

•장점 및 단점: 보청기 착용자에게 만족도와 관련

하여 가장 중시되는 사항들을 직접 인터뷰 형식

으로 근거화하여 수집하고 개발하였고, 126 ~ 

225명의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함. 또

한 임상적으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15개의 문

항으로 간소화함. 그러나 긍정적 효과, 부정적 

측면, 서비스 및 비용, 자아상의 4개 하위 영역

을 개인에게 맞게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하여, 난청인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

기 어려워 사회심리적 연관성을 측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관련 연구물: Cox & Alexander(1999); 

Hosford-Dunn & Halpern(1999); 

Hosford-Dunn & Halpern(2001); Cox & 

Alexander(2001).

3) Speech, Spatial and Qualities of Hearing 

Scale (SSQ) (Gatehouse & Noble, 2004)

•목적: 장애의 정도, 장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양이 착용의 효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듣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3가지 영역에 걸

쳐 청각장애를 평가하고자 개발됨. 

•내용구성: 측정을 통하여 청각장애 정도를 구분

하기 위해 청각주의력, 소리근원과의 거리, 움직

임 및 차단에 따른 청각인지, 듣기노력, 소리의 

질적인 면 등 언어적(speech), 공간적(spatial), 

소리의 질적(quality) 영역에 각각 14, 17, 19개

로 총 50문항으로 구성함. 추가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문항 12개를 포함시킴. 인터뷰형식으로

도 난청인에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유럽 등지

에서 크게 대중성을 얻고 있음. 영국의 Institute 

of Hearing Research의 홈페이지(http://www. 

ihr.mrc.ac.uk/products/display/ssq)에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 영어 및 덴마크어, 네델란드

어, 독일어, 스웨덴어로 번역되어 표준화됨. 

•채점방식: 언어, 공간, 소리의 질 3개 영역의 각 

문항은 최저 1점부터 최고 10점으로 10개 구간척

도를 사용함. 예를 들어, 1 ~ 4의 척도는 기능

을 수행함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노력

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6 ~ 10의 척도는 모든 

기능을 갖췄거나 기능 수행 능력이 완전하여 노

력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함. 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으로 간주함. 장애 정도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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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개의 추가 문항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가 내

포된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5개의 구간척도를 사

용함. 1은 ‘결코 아님’을 뜻하고 5는 ‘대부분 항

상’을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지수가 높

은 것으로 간주함.

•장점 및 단점: 점수계산법 및 평가도구에 있어서

의 유효성이 인정됨. 또한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

는 난청인의 이득을 평가할 수 있는 이득버전

(benefit version)과 최근 보청기 및 이전 보청기의 

이득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비교버전(comparative 

version)이 개발되어 영어권 및 유럽권에서 사용

되고 있음. 보청기 뿐 아니라 인공와우 착용자에

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양이 착용자 평가를 

위해 우수함. 그러나 유효성이 나타난 논문에 있

어서 대상자가 노인으로 국한되었기에 인지와 집

중에 있어서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으며, 연구대상 모두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특정 집단의 결과로 제한될 수 있음. 50개 문항

에 대하여 설문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12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형인 SSQ12가 있음.

•관련 연구물: Gatehouse & Noble(2004); 

Noble & Gatehouse(2004); Noble & 

Gatehouse(2006); Demeester et al(2012); 

Noble et al(2013); Akeroyd et al.(2014).

4) Client Oriented Scale of Improvement 

(COSI) (Dillon et al., 1991)

•목적: Australian Hearing Services 기관에서 

난청인들의 보청기 착용에 대한 이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됨. 

•내용구성: 개방형 설문형태로서 초기 재활 시 난

청인이 보청기 착용으로 이득을 얻고 싶은 상황

을 구체적인 16개의 듣기 및 정서적, 사회적 상

황들 중 최대 5개를 선택하도록 함. 또한 선택한

5개의 상황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도에 따라 

서열화하도록 함. 재활 마무리 단계에서 초기 재

활 시 선택한 5개의 상항에 대하여 2개의 질문 

(듣기 능력의 변화 정도와 보청기를 통한 현재의 

듣기 능력 정도)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함. 

•채점방식: 난청인에 의해 선택되고 순위화 된 5

개의 상황에 대하여 재활 과정이 끝난 후 인터뷰 

형식으로 1) 듣기능력의 변화 정도를 5가지 순서 

척도(더 나빠짐, 변화 없음, 약간 향상됨, 향상

됨, 훨씬 향상됨)로 물어본 후 설문지에 표기함. 

또한 2) 보청기를 통한 현재의 듣기 능력 정도를 

5가지 순서 척도(거의 안됨, 때때로, 반정도, 대

부분, 항상)로 물어 본 후 설문지에 표기함. 특

히 2번째 질문인 보청기 착용 후 최종 듣기 능

력(final ability with hearing aids)은 ‘거의’는 

10%, ‘항상’은 95%로 5개의 상황을 점수화하고 

서열화 함.

•장점 및 단점: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난청

인 개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성인 대상자에게 유용하지만 아동에게 적용하

기에 제한점이 있어 Client Oriented Scale of 

Improvement for Children (COSI-C)이 1993년 

Moeller에 의해 제안되었음. 성인용과 유사하지

만 난청아동에게 적절한 상황이 예로 제시되어있

어 아동의 듣기 능력의 변화정도와 최종 듣기능

력을 척도화 할 수 있음. 

•관련 연구물: Dillon et al(1991); Moeller 

(1993); Dillon et al.(1997); Zelski(2000); 

Dillon & So(2000); Steophens(2002); 

Polonenko et al.(2010). 

5) Glasgow Hearing Aid Benefit Profile 

(GHABP) (Gatehouse, 1999)

•목적: 난청으로 인한 장애 정도 및 보청기 혜택

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주어진 문제 영역

들 중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문제 영역을 선택하

고 그 영역과 관련된 문항들을 답하는 방식과 주

어진 영역들 외에 개인별로 문제시 되는 상황을 

개방형 문항으로 평가하는 혼합적 진단 방식을 

통하여 좀 더 개인별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자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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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성: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첫 번

째 부분은 4가지 영역 중 해당되는 영역을 바탕

으로 심도 있는 하위 질문들에 답변을 요구함. 

예를 들어, 조용한 상황이나 일대일 대화상황에

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

한 후,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6

개의 관련 질문들을 이용하여 보청기 미착용 시와 

착용 시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를 5가지 순서 척

도를 이용하여 평가함.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 되지 않은 상황들에서 대상자 어려

움을 느끼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4가지까지 지명

하고, 각 상황을 다시 6개의 세부 질문들을 통하

여 5개의 순서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을 완성함.

•채점방식: 각 하위 영역마다 매겨진 점수의 (평

균 값-1) × 25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최

종 0 ~ 100%로 환산함.

•장점 및 단점: 난청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어려운 

상황을 첫 번째 방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인별 

어려운 상황에 따른 불편함 정도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난청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영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묻기 위해 난청인 스스로 답하는 자가보

고서 형태 보다는 청능사가 직접 묻고 답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임.

•관련 연구물: Gatehouse(1999a); Gatehouse 

(1999b); Whitmer et al.(2014).

4. 난청으로 인한 장애지수평가

청력역치와 장애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보고 되고 있지만, 청력손실 즉 난청은 청각장애

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장애의 평가는 청력검사

만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구호림 & 김진숙, 2010b). 따라서 청력 손실 정도나 

언어 청취의 어려움 등의 정도는 청력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있지만 청각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

생활의 어려움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영향까지는 나

타내지 못한다(박장수 & 방정화, 2012). 이러한 이유

로 연구자들은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애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1)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Adults 

(HHIA) (Newman et al., 1990)

•목적: 노인의 청력 장애 정도를 정량화 하기 위

해 개발된 HHIE의 수정판으로써 65세 이하의 

난청 성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청력 장애 정도

를 정량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내용구성: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3문항은 HHIE 설문지에서 은퇴한 노인들에

게만 적용되는 문항으로 성인들의 직장생활과 관

련된 문항으로 수정함. 대상자에게 ‘예’, ‘아니

오’, 또는 ‘가끔’ 중 답변을 선택하도록 제시함.

•채점방식: ‘아니오’는 0점, ‘가끔’은 2점, ‘예’는 

4점으로 점수를 환산하며, 25문항의 총점으로 0

점은 ‘no handicap’을 의미하며 100점은 ‘total 
handicap’으로 간주한다(0~16%: No handicap, 

18 ~42%: Mild-Moderate Handicap, 44%+: 

Significant Handicap).

•장점 및 단점: 난청 성인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

끼는 청력 장애 정도를 정량화하여 파악할 수 있

으며, 현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해당 국가에

서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5개의 항목에 대한 설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선별버전(screening 

version)이 있음. 

•관련 연구물: Hug et al.(1990); Aiello et al. 

(2011).

2)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HHIE) (Ventry & Weinstein, 1982)

•목적: 보청기 착용 이득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에 

개발된 주관적 자가설문지 중 하나로 난청 노인

이 난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영향

과 보청기 착용의 이득을 평가하고 장애 정도를 

정량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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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성: 총 25개의 문항으로 그 중 13문항은 

청력 손실로 인한 감정적인 요인, 12문항은 청력 

손실로 인한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됨. 대상자는 

해당 문항에 ‘예’, ‘아니오’, ‘가끔’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함. 25개 문항의 답변을 기록하는

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청능사가 구두로 물

어보거나 혹은 대상자가 직접 지필을 이용하여 

응답함.

•채점방식: 25개의 문항에 ‘아니오’는 0점, ‘가끔’
는 2점, ‘예’는 4점으로 점수를 환산하며, 총점

의 최고 점수인 100점은 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분석하고 최하 점수인 0점은 장애가 없는 것

으로 파악함(0 ~ 16%: no handicap, 18 ~ 

42%: mild-to-moderate handicap, 44%+: 

significant handicap).

•장점 및 단점: 난청 노인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

끼는 청력 장애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

음.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난청 노인의 난청으

로 인한 사회적 및 심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

는 간단형인 HHIE-S도 Weistein(1986)에 의해 

개발되어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음. HHIE-S도 

‘아니오’, ‘가끔’, ‘예’에 대한 답변으로 4, 2, 0

점을 부여하여 장애가 없는 0점부터 최대 장애 

지수로 40점을 분석하고 10점 이상일 시 청각전

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관련 연구물: Weinstein(1986); DiStasio & 

Jupiter(1998); Demers(2013)

3)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KESHH) (구호림 & 김진숙, 2010)

•목적: 노년기의 청력손실로 느끼게 되는 장애의 

정도를 점수로 표현하는 도구로 유용하며, 임상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청기의 착용 전·후와 

청각재활 전·후의 청각장애 지수의 변화를 평가

하고자 개발됨.

•내용구성: 한국형 청각장애평가를 위해 4개 척도

와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됨. 제 1척도는 사회적 

영향, 제 2척도는 심리·정서적인 영향, 제 3척

도는 대인관계의 영향, 제4 척도는 보청기에 대

한 견해를 평가하며 각 척도당 6개 문항씩으로 

구성됨.

•채점방식: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은 

최소 24점에서 최대 120점으로 구성됨. 청각장

애평가 지수가 높을수록 청각장애로 인한 느끼는 

점도가 심하다고 평가함.

•장점 및 단점: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형 

청각장애평가를 위한 4개 척도(사회적 영향, 심

리·정서적인 영향, 대인관계의 영향, 보청기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반영함. 보청기 착용자 

및 미착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표준화 과

정을 통하여 완성됨.

•관련 연구물: 구호림 & 김진숙(2010a); 구호림 

& 김진숙(2010b); 구호림 & 김진숙(2010c).

DISCUSSIONS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난청 성인

과 노인의 청력 평가 및 재활 시 객관적 지표로써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설문지 총 11개를 선별하여 분

석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서 형태로 다양한 객관

적·주관적 청력검사와 동반되어 난청에 대한 심리적 

수용태도, 보청기를 통한 이득 정도, 보청기 착용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심리·사회적 영향을 포괄적이며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종류의 설문지들은 각각의 개발 목적과 쓰임이 

다르며, 장점 및 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에 난청인의 

통합적인 능력을 분석하기에 1개의 특정 설문지 사용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분석된 11개의 설문지들 중 10개는 국외에서 개발

되었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국외

의 개발본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설문지의 

개략적 특징들을 포함하여 한국어 번역의 연구자들은 

Appendix 1의 비고란에 표기하였다. 그 중 번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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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국내의 난청인

의 심리·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설문지도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게 자체 개발하여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활발히 사용할 필

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국내 난청노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맞게 KESHH가 제작(구호림 & 

김진숙, 2010c)되었지만, 앞으로 주제별, 평가 방식

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하겠

다. 충분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상관도 분석 등 체계적인 표준화 연구를 거

쳐 점차 국내 난청인들에게 보다 객관적이면서, 개발

된 여러 설문지 간 상호비교가 가능하여 임상현장에

서 실질적인 평가지로 정착되어야 하겠다. 또한 사용 

시 적정한 글자의 크기 제안(예를 들어, 노인용은 14

폰트 이상을 사용) 등 보다 평가 대상자의 연령과 특

징에 따른 실질적인 고려사항도 개발 과정 시 인식되

어야 한다 (박장수 & 방정화, 2012; Hull, 2012). 그

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문지를 통한 평가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청능재활 프로그램이 함께 

활용되어야 설문의 결과가 보다 유용하겠다. 난청성

인 및 노인의 통합적인 청능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으로, 설문지를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보청기 

오리엔테이션, 착용 후 체계적인 청능훈련을 통한 듣

기환경 적응, 긍정적 자신감 회복, 잔존 청력 및 시각 

등 통합적 지각능력 향상, 난청인을 포함한 가족과 친

지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Hull, 

2012).  더욱이 이를 효율적으로 난청인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청능재활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청능

훈련 기술방법을 개발하여 난청인이나 전문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본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청각전문가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청능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심단어: 설문지, 난청, ALHQ, PHAP, PHAB, 

SADL, IOI-HA, GHABP, HHIA, HHIE, 

SSQ, KESHH, C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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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국내·외 난청 성인 및 노인용 대표 설문지 목록과 각각의 특징적 요약

설문지명 개발자 설명 및 목적 비고

ALHQ 

(Atti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Saunders & 
Cienkowski(1996)

- 24문항의 6개 척도로 평가 

- 청력손실의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성격, 태도, 동기부
여, 주변인들과의 관계, 보청기
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에 관
한 질문으로 이루어짐. 

한국어 번역: 조병해 
외(2011)

COSI

(Client Oriented Scale of 
Improvement )

Dillon et al.(1991) - 개개인이 어려워하는 5가지의 
듣기 상황을 설정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음. 

- 스스로 상황을 설정하고 답하는 
것이 특징임. 

GHABP

(Glasgow Hearing Aid 
Benefit Profile)

Gatehouse(1999) - 보청기 착용 전·후에 따라 개
방형 문항을 통하여 문제의식
을 보이는 영역에서 6개의 세
부 질문을 5개 척도로 평가

- 추가적으로 개인별 어려운 상황
을 4개 지명하여 6개의 세부 
질문으로 평가함.

HHIA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Adults)

Newman et al.1990) - HHIE의 수정판으로 65세 이하
의 난청 성인을 대상으로 함.

- 25개 항목으로 ‘예, 아니오, 가
끔’으로 평가함.

HHI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Ventry & Weinstein(1982) -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
생활에서의 장애 정도를 사회적
/상황적 영역, 감정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 

- 25 문항을 ‘예, 아니오, 가끔’ 
으로 평가함.

한국어 번역: 구호림 & 김진
숙 (2000), 박시내 외 (2011)

IOI-HA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Cox & Alexander(2002) - 7문항을 5개의 척도로 평가함. 

- 보청기 착용 후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짐. 

- 24개 국어로 번역됨.

한국어 번역: 김진숙에 의해 
번역된 것은 Cox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함. 
(http://www.icra.nu/papers
/Korean.pdf); 추호석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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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명 개발자 설명 및 목적 비고

KESHH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구호림 & 김진숙(2010) - 24개 문항을 4개 척도 평가.

-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영향, 
심리, 정서적 영향, 대인관계의 
영향, 보청기에 관한 견해를 평
가함. 

PHAB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Cox & Alexander(1995) - PHAP의 문항들을 기본으로 하
여 답변에 보청기 미착용시와 
착용시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
도록 요함.

- 66개 문항을 7개의 척도 평가. 

- 난청과 관련한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며 보청기 착용 후에 줄
어든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 24개 문항으로 이뤄진 
Abbreviated PHAB (APHAB)이 
있음.

한국어 번역: 윤두환 
외(2000)

PHAP 

(Profile of Hearing Aid 
Performance)

Cox & Gilmore(1990) - 4개의 영역, 총 66개 문항을 7
개의 척도 평가. 

- 난청과 관련한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며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음.

- 24개 문항으로 이뤄진 
Abbreviated PHAP (APHAP)이 
있음.

SADL 

(Satisfaction with 
Amplification in Daily Life)

Cox & Alexander(1999) - 15문항을 7개의 척도로 평가함.

- 과거 사용했던 보청기와 현재 
사용 중 혹은 시범착용 하고 
있는 보청기를 비교하여 만족
도를 측정함. 

- 새로운 보청기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서비스 및 비용과 
자아상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
짐. 

한국어 번역: 김훈(2004)

SSQ 

(Speech, Spatial, and 
Quality of Hearing Scale)

Gatehouse & Noble(2004) - 장애 정도, 보청기의 양이청취 
혜택을 언어적, 공간적, 소리의 
질적 영역에서 총 50문항을 통
해 10개의 구간척도로 평가

- 12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SSQ12
가 있음.

한국어 번역: 허지혜 & 
이재희(2009)

(* 리스트는 설문지 제목의 알파벳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