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INTRODUCTION

산업화·세계화·복지화를 통하여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향상, 복지제도의 다양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한 경쟁 속에서 

일부 국가는 출생률이 낮은 관계로 고령화는 가속 추세에 있

다. 그중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

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11%에서 2018년에는 14.3%로 고령화 사회로 접

어들게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8%로 예측되어 초고령화 사

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50세 이상의 경제 활동인구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총 경제 활동인구 2,717만 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1,011만 명으로 37%를 점하고 있으며, 당장 2013

년에 비해서도 202만 명이 늘어 해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노인복

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2012년에 비

해 2014년에는 가족보다는 본인 스스로 혹은 정부와 사회로부

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5). 초고령 사회에는 노인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본인 

생계 자급형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일자리뿐

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노화

로 인한 신체적·기능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만성질

환으로 진행하게 된다. 노인병은 질병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

성이 있으며 특히 청력장애와 시력장애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게 나타나는 아주 흔한 만성질환이다. 감각기능의 기능적 저하

는 노인의 인지 감소를 유발하게 되어 사회활동은 물론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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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청력·시력과 관련

한 연구는 노인의 생활패턴과 관련하여 야기될 사회 문제를 해

결하는 기본 정책 수립 데이터로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노인의 감각기관의 손실로 인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통하여 

활동의 제한(activity limitation)과 참여의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의 청력손실로 인한 활동

의 제한이란 청력손실로 인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 

혹은 사회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음 상황 및 전화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

여의 제약은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므로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해야 

한다(Shin, 2013). 이러한 활동의 제한과 참여의 제약은 청능재

활과 같은 재활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청력손실

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기존에 연구를 통하여 언급되어 

있으나 시력손실과 관련한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다(Hickson et al., 1999; Hickson & Worrall, 

1997). 원거리 시력손실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한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나 확실하지 않다(Rubin et al., 1994). 하지

만 Worrall et al.(1993)은 기능적인 시력손실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호주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화번호

부, 버스 시간표, 약품 등에 쓰인 글씨와 같은 작은 글씨를 읽는 

데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시력손실이 있는 경우에

는 신문 읽기, 먼 거리에서 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Rubin et al., 1994). 얼굴 표정과 의

사소통에 있어 다른 언어표현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들에 대한 

인지가 시력손실이 있을 경우 줄어들 수 있어 노인의 의사소통

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력과 시력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노인이 

현재 경험하는 문제에 맞춰 적합하고 특별한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Cruice et al., 2005; Hickson et al., 1999). 65세 

이상 노인의 노화로 인한 모든 감각적 수용 기능의 저하인 청

력과 시력손실은 몸 전체 인지 기능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어 

삶의 질을 포함한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영역에 다양한 영

향을 미친다(Lee & Wilson, 2000). 대개 개인이 한 가지의 감

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적으로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

하여 다른 감각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데 반해 청력 및 시력손실

은 여러 가지 감각장애가 복합되어 있어서 다른 감각의 보상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기도 하고, 청력과 시력의 

두 감각기관의 손실로 인한 기능적·심리사회적 영향은 하나의 

감각기관의 손실에 의한 영향보다 더욱 다양한 조합과 정도로 

나타난다(Smith et al., 2008; Song, 1992). 또한 노인의 청력과 

시력손실은 인지뿐 아니라 우울과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hin et al., 

2014; Hwang et al., 2013). 이러한 청력과 시력의 두 감각기관

에 문제는 미국의 경우 70세 이상의 노인의 약 21%에서 경험하

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두 감각기관의 

손실이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2004; Bergman & Rosenhall, 2001).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두 감각기관의 손실이 있는 경우

는 약 66%로 절반 이상으로 청력과 시력손실은 서로 높지는 않

지만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Shi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

제 청력검사와 시력검사를 통한 청력손실과 시력손실의 분포

를 연령별로 살피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이 청력 및 

시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객관적 검사 결

과를 바탕으로 청력손실의 정도와 시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비

교해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2015년 8~9월에 걸쳐 ◯◯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와 안경

광학과 임상 센터에 내원한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 청력

검사와 시력검사를 모두 시행한 50명(남: 19명, 여: 31명)의 결

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청력검사

와 시력검사 및 청력과 시력과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73.18 ± 5.13세였고, 60대(65~69세, 

60), 70대(70~79세, 70), 80대 이상(80세 이상, 80+)으로 연령대

를 구분하였으며, 각 연령대별 인원수는 Table 1과 같다. 현재 

청력의 문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노인은 50명 중 1명이었

고, 시력의 문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노인은 50명 중 15명

(30%)이었다.

연구방법

청력검사

간단한 배경정보 조사를 통하여 현재 이과적으로 문제가 없

고 이경검사와 고막운동도 검사를 통하여 외이나 중이에 문제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ge and gender

           Age
Gender

Total, n (%)
Males, n (%) Females, n (%)

60 (65-69 yrs) 1 (7.7) 12 (92.3) 13 (26.0)0
70 (70-79 yrs) 14 (43.8) 18 (56.3) 32 (64.0)0
80+ (> 80 yrs) 04 (80.0) 01 (20.0) 05 (10.0)0
Total 19 (38.0) 31 (62.0) 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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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순음청

력검사는 35 dB A 이하의 조용한 방에서 진행되었고 0.5, 1, 2, 4 

kHz의 주파수에서 청력역치를 주파수별로 측정하였다. Hick-
son & Worrall(1997)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 중 

0.5, 1, 2, 4 kHz의 주파수에서 청력이 더 좋은 쪽 귀를 기준으로 

25 dB HL 이하는 정상(normal), 25~40 dB HL은 경도(mild)의 

청력손상, 40 dB HL 초과는 중도 이상(moderate or greater)의 

청력손상으로 분류하였다(Hickson & Worrall, 1997). 고막운동

도 검사는 Interacoustics MT 10(Middelfart, Denmark)으로 측

정하였고 순음청력검사는 Interacoustics AD 226으로 측정하

였다.

시력검사

원거리시력검사는 양안의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평상시 시

력에 의한 불편함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므로 안경을 착용하는 

노인은 안경착용 후 교정시력을 측정하였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노인은 원거리시력을 측정하였다. 조명을 일정하게 유지하

여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력 측정은 투영식 

시시력표(CP-100; Dongyang, Seoul, Korea)의 같은 줄 시표 

중 절반 이상을 읽었을 때 해당시력으로 하였다. 원거리시력은 

Johnston(1991)의 기준에 따라 소수식 시력을 logMAR로 환산

하여 정상(normal)은 0.15 logMAR 이하(약 0.7), 경도(mild)의 

시력손실은 0.16~0.55 logMAR(약 0.7과 0.3 사이), 중등도 이

상(moderate or greater)의 시력손실은 0.56 logMAR 이상(약 

0.3보다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굴절이상도는 자동굴절검사기

(RK-F1; Can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안

의 굴절도수 중 굴절력이 정시에 가까운 도수를 평가에 활용하

였다. 최적구면굴절력이 -0.50 D 이상에서 +1.00 D 이하를 정

상(normal), -0.75 D 이상에서 -3.00 D 이하를 경도 근시(mild 

myopia), -3.25 D 이상을 중등도 이상 근시(moderate or greater 

myopia), +1.00 D 이상을 경도 원시(mild hyperopia)로 분류하

였다. 

청력 및 시력 자기보고서

Hickson et al.(1999)과 Hannula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

용한 간단한 설문과 미국청각학회(American Academy of Au-
diology)에서 제공하는 hearing health quick test에 근거하여 

해석 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여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청력의 상태와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시력 상태와 관련

한 문항을 제작하였다(Appendix). 청력과 시력으로 인해 평상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일상생활에서 청력 혹은 시력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청력과 관련한 8문항과 시력

과 관련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청력과 시력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의 선

지는 “예, 아니오, 때때로”로 제시하여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청력이나 시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불편한 점, 청력과 시력으로 인한 사회 활동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청력의 문제 1~7번과 시력의 문제 1~6번은 일상생활

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관련한 활동의 제한과 관련한 문제, 청

력의 문제 8번과 시력의 문제 7번은 저하된 청력과 시력으로 인

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의 제약과 관련한 문제로 구성되었다. 

자료처리

전체(50명), 60(13명), 70(32명), 80+(5명)의 청력손실과 원거

리시력 및 굴절이상도를 기술통계 분석하고 나이,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청력손실의 나이대에 따른 차이는 등분산 가정 검

정 결과 등분산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모수통계인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고 Bonfferoni 사후검정을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살펴보았다. 시력과 관련한 나이 대에 따른 차이는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하여 유의수준 0.05 미만

에서 분석하였다. 청력손실과 시력손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등분산을 충족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
(two-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실시하였다. 나이대, 성별, 청력손실과 원거리시력 및 굴절이상

도의 관계를 유의수준 0.01과 0.05 미만에서 Spearman 상관분

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RESULTS

객관적 검사

청력검사

전체 50명의 역치는 0.5, 1, 2, 4 kHz에서 오른쪽은 38.30 ± 

10.58, 35.20 ± 12.45, 35.30 ± 15.27, 45.40 ± 19.30 dB HL, 

왼쪽은 41.10 ± 14.61, 35.70 ± 16.19, 36.30 ± 16.87, 43.70 ± 

20.89 dB HL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비해 왼쪽의 역

치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60, 70, 80+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 모두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역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1). 50명의 양쪽 귀 중 청력이 더 좋

은 쪽 귀의 0.5, 1, 2, 4 kHz의 사분법 역치는 35.23 ± 12.03 dB 

HL이었고, 60, 70, 80+에 따라 27.88 ± 6.80, 36.88 ± 12.12, 

43.75 ± 14.50 dB HL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분법 역치

도 증가하였다. 

0.5, 1, 2, 4 kHz에서 청력이 더 좋은 쪽 귀의 사분법 평균 역

치는 연령대에 따라 등분산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2). 이는 사후분석 Bonfferoni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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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과 80+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력이 더 좋은 

쪽 귀의 사분법 평균 역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1). 청력이 더 좋은 쪽 귀의 역치와 나이 사이에는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상관계수 0.65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

과는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0.34로 높지는 않으나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총 19명으로 경도 난청이 총 52.6%(10명), 중도 

이상의 난청이 42.1%(8명), 정상은 5.3%(1명)으로 나타났고, 여

성은 총 31명으로 경도 난청이 45.2%(14명), 정상이 32.3%(10

명), 중도 이상의 난청이 22.6%(7명)의 분포를 보였다. 60은 남

성 1명, 여성 12명으로 총 13명이었고, 남성 1명은 중도 이상의 

난청을 보였으며 여성은 정상 50%, 경도난청 50%로 각각 6명

씩의 분포를 보였다. 70은 총 32명으로 남성은 14명으로 경도 

난청이 57.1%(8명), 중도 이상의 난청이 35.7%(5명), 정상이 

7.1%(1명)으로 경도 난청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총 18명으로 

중도 이상의 난청이 44.4%(8명), 경도난청이 38.9%(7명), 정상

이 16.7%(3명)으로 나타났다. 80+의 경우는 총 5명으로 남성은 

경도 난청과 중도 이상의 난청이 각각 50%(2명), 여성은 1명으

로 경도 난청을 보였다(Table 2).

시력손실

대상자 전체 50명 중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는 26명

(52%)였고, 오른쪽만 수술을 받은 경우는 3명(6%), 왼쪽만 수

술을 받은 경우는 2명(4%), 양쪽을 모두 수술한 경우는 19명

(38%)이었다. 60의 13명 중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는 9

명(6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많았고, 오른쪽만 한 경

우는 1명(7.7%), 양쪽을 모두 수술 받은 경우는 3명(23.1%), 왼쪽

만 수술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70의 32명 중 16명(50%)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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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resholds of each frequency by age.

Table 2. Distribution of males and females in each age group with normal hearing, mild hearing loss, and moderate or greater hearing loss 
[n (%)]

Males Females
Normal Mild Moderate or greater Normal Mild Moderate or greater

60 - - 01 (100.0) 06 (50.0) 06 (50.0) -
70 1 (7.1) 08 (57.1) 5 (35.7) 03 (16.7) 07 (38.9) 8 (44.4)

+80+ - 02 (50.0) 2 (50.0) - 001 (100.0) -
Total 1 (5.3) 10 (52.6) 8 (42.1) 10 (32.3) 14 (45.2) 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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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오른쪽 혹은 왼쪽만 수술을 받은 경

우는 각각 2명(6.3%), 양쪽을 모두 수술을 받은 경우는 12명

(37.5%)이었다. 80+의 5명 중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는 1명(20%), 

나머지 4명(80%)은 양쪽을 모두 수술 받은 경험이 있었다. 

소수식으로 전체 50명의 원거리시력은 오른쪽 0.40 ± 0.18, 

왼쪽 0.39 ± 0.19, 오른쪽과 왼쪽 시력 중 더 좋은 쪽을 기준으

로 나타난 원거리시력은 0.49 ± 0.16으로 나타났다. 60, 70, 

80+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른쪽과 더 좋은 쪽 시력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왼쪽의 시력은 60과 80+가 70에 비해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을 제외하고 70과 80+은 오른쪽 

시력보다 왼쪽 시력이 더 나쁜 것으로 보였다(Figure 2).

시력이 더 좋은 쪽 눈의 연령대에 따른 원거리시력의 분포는 

등분산을 충족하고 연령대에 따라 더 좋은 쪽 시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 47) = 1.37, p = 0.26]. 더 좋은 쪽 원

거리시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p = 0.03), 성별과 더 좋

은 쪽 원거리시력 사이에는 상관계수 0.35의 높지는 않으나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성의 경우는 총 19명 중 중등도 이상의 나안시력은 없었

고, 78.9%(14명)는 경도의 시력손실, 21.1%(4명)는 정상이었다. 

또한 60의 1명은 정상, 70의 78.6%(11명)는 경도의 시력손실, 

21.4%(3명)는 정상, 80+의 4명 모두는 경도의 시력손실을 가지

고 있었다. 여성 31명 중 77.4%(24명)는 경도의 시력손실, 12.9% 

(4명)는 정상, 9.7%(3명)는 중등도 이상의 시력손실을 나타냈고, 

60의 12명 중 75%(9명)는 경도의 시력손실, 16.7%(2명)는 중등

도 이상, 8.3%(1명)은 정상의 시력을 보였다. 70의 18명 중 83.3% 

(15명)가 경도의 시력손실, 11.1%(2명)가 정상, 5.6%(1명)이 중

등도 이상의 시력손실을 보였고 80+인 1명은 정상의 시력을 가

지고 있었다(Table 3).

남성의 경우 정상은 19명 중 12명(63.2%)이었고, 원시가 4명

(21.1%), 근시가 3명(15.8%)이었고, 여성의 경우 정상은 31명 중 

16명(51.6%), 근시가 9명(29.0%), 원시가 6명(19.4%)이었으며 연

령에 따른 근시와 원시 분포는 Table 4와 같다.

청력과 시력의 손실

청력과 시력이 모두 정상인 노인은 2명으로 4%, 청력은 정상

이나 시력손실이 있는 경우는 8명(16%), 시력은 정상이나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는 7명(14%)이었으며, 청력손실과 시력손실이 

모두 있는 노인은 33명으로 66%였고, 70이 23명(69.7%), 60이 6

명(18.2%), 80+가 4명(12.1%)이었다. 

주관적 평가

청력손실 때문에 활동의 제한을 느끼는 문항(1~7번)은 모든 

Table 3. Distribution of males and females in each age group with normal distance vision, mild vision, and moderate or greater vision im-
pairment [n (%)]

Males Females
Normal Mild Moderate or greater Normal Mild Moderate or greater

60 01 (100.0) - - 1 (8.3)0 09 (75.0) 02 (16.7)
70 3 (21.4) 11 (78.6) - 2 (11.1) 15 (83.3) 1 (5.6)

+80+ - 004 (100.0) - 01 (100.0) - -
Total 4 (21.1) 14 (78.9) - 4 (12.9) 24 (77.4) 3 (9.7)

Total 60 70 80+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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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ance vision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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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청력손실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니오”로 답하였고, 참여의 제약(8번)을 느

끼는 답인 “예” 혹은 “때때로”라고 답한 경우는 96%로 대부분

이 청력손실로 인해 참여의 제약을 느끼고 있었다. 시력손실 

때문에 활동의 제한(1~6번)을 느끼는 문항에 대하여 “예” 혹은 

“때때로”라고 답하여 시력손실 때문에 활동의 제한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1번과 6번 문항이었고, 4번 문항에 대해

서는 시력손실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느끼는 경우와 느끼지 못

하는 경우는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2, 3, 5번 문항은 시력손실

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니오”라고 답한 경

우가 시력손실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시력손실로 인해 참여의 제약(7번)을 느끼는 답인 

“예” 혹은 “때때로”라고 답한 경우는 78%로 시력손실로 인해 

참여의 제약을 느끼는 경우도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Ta-
ble 5).

객관적 청력·시력검사와 자기보고서 비교

객관적인 청력손실과 시력손실의 결과와 자기보고서의 청력 

및 시력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청력 혹은 시

력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하여 실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살펴본 청력손실과 시력

손실의 단계, 두 가지의 감각기관의 손실로 인한 주관적인 불편

함을 Table 6과 같이 살펴보았다. 

청력손실이 중도 이상일 경우 “때때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도보다는 정상일 때 어려움을 항상 느끼거나 가끔 

느끼는 “예”와 “때때로”로 답한 합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력손실 역시 중등도 이상, 경도의 시력손실, 정

상으로 갈수록 “예”와 “때때로”라고 답한 비율이 점차 작아지

는 것으로 시력손실이 덜할수록 일상생활에 느끼는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청력과 시력 모두 손실이 있는 노인

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력 혹은 시력으로 인해 평상시 어려움

을 항상 느낀다고 답한 노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예”와 “때

Table 4. Distribution of males and females in each age group with normal distance vision, mild vision, and moderate or greater refraction 
error [n (%)]

Males Females

Normal
Myopia

Hyperopia Normal
Myopia

Hyperopia
Mild Moderate or greater Mild Moderate or greater

60 01 (100.0) - - - 07 (58.3) 2 (16.7) 1 (8.3) 2 (16.7)
70 9 (64.3) 2 (14.3) - 3 (21.4) 09 (50.0) 5 (27.8) - 4 (22.0)

+80+ 2 (50.0) 1 (25.0) - 1 (25.0) 16 (51.6) 8 (25.8) 1 (3.2) 6 (19.4)
Total 12 (63.2)0 3 (15.8) - 4 (21.1) 16 (51.6) 8 (25.8) 1 (3.2) 6 (19.4)

Table 5.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responses to hearing and vision questionnaires

Responses, n (%)
Yes Sometimes No

Hearing
   1 I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conversation in a quiet environment. 08 (16) 4 (8)0 38 (76)
   2 I have difficulty with the TV and radio. 06 (12) 4 (8)0 40 (80)
   3 I have difficulty on conversation in a noisy restaurant or crowded room. 11 (22) 6 (12) 33 (66)
   4 I have difficulty hearing on the phone. 07 (14) 6 (12) 37 (74)
   5 I have difficulty hearing because mumbling or not speaking clearly. 10 (20) 6 (12) 34 (68)
   6 I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 speaker at a public meeting or a religious service. 10 (20) 1 (2)0 39 (78)
   7 I have difficulty hearing and ask people to speak up repeat themselves. 09 (18) 8 (16) 33 (66)
   8 Hearing difficulties affect my social life. 46 (92) 2 (4)0 2 (4)
Vision
   1 I have difficulty reading newspapers and books. 24 (48) 20 (40) 06 (12)
   2 I have difficulty reading letters or greeting cards. 09 (18) 15 (30) 26 (52)
   3 I have difficulty reading road signs and bus numbers. 09 (18) 08 (16) 33 (66)
   4 I have difficulty reading instruction food package. 09 (18) 16 (32) 25 (50)
   5 I have difficulty reading the numbers on telephone dials. 16 (32) 07 (14) 27 (54)
   6 I have difficulty reading forms such as Medicare claim forms or bank statements. 18 (36) 12 (24) 20 (40)
   7 I feel isolated because of difficulty in accessing written information. 22 (44) 17 (3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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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노인은 대부분이었다. 청

력과 시력 중 하나의 감각기관에 손실이 있는 경우는 청력과 

시력으로 인해 평상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청력은 정상이나 시력손실이 있는 경우는 8명 

전원이 청력 혹은 시력으로 인한 평상시 어려움을 “때때로” 있

다고 하였고 시력은 정상이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는 1명을 제

외하고 6명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청력과 시

력손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본인이 느끼는 청력과 

시력손실에 대한 영향을 주관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청력손실이나 시력손실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의 비율은 

거의 같았으나 두 기능 모두 손실이 있는 경우는 66%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0대 이상은 5명으로 모집 단위

가 작아서 유의미한 통계를 보이기는 어려우나 특히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본 연구의 결과 청력손실로 인하여 활동의 제한을 느끼는지

에 대하여 묻는 문항은 1~7번으로 각 문항별로 65~85% 정도

의 분포로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한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TV 시청이나 교회 연설과 같이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80%와 78%로 다른 

항목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다. 하지만 식당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화를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66%로 타

항목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거의 노인 부부나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특히 시골에서 살면

서 도시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TV 시청 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정도의 큰 소리크기

로 시청하는데 시골 마을 골목길에서는 대개 TV 소리나 전화 

목소리가 담 밖까지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생활 환

경이 청력손실에 대한 생활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 생

각한다. 교회 등에서는 이들을 위한 동네 교회이므로 반향(re-
verberation)이 적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예배 등이 이루어지

고 낯선 이들과 생활보다는 친숙한 지인들과의 활동으로 청력

손실로 인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당

이나 사람이 많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신호대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의 조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주위 환경 영향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식당이나 양로

원, 마을회관 등의 다중 시설을 이용하므로 생활에 불편을 덜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청력손실로 인하여 사회활동

에 참여의 제약을 느끼는 경우가 96%로 대부분 생활에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는 바 노인의 청력손실을 위한 프로그램이 범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관적인 설문의 

결과인 청력손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조사로 청력손실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0.5~4 kHz의 역치보다는 고주파수인 4~ 

8 kHz를 통하여 예측하기 용이하다(Hannula et al., 2011).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4, 6, 8 kHz의 역치를 구하여 비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설문지 결과와 실제 

청력 역치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시력손실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활동의 제한을 느끼는 경우

는 1번과 6번 문항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신문이나 책을 

읽기가 어렵다”는 88%로 책의 활자체는 다른 읽을거리들보다 

활자체가 작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일상생활 중 비교

적 큰 활자체로 구성된 간판이나 버스 번호는 식별하는 데 받는 

영향이 타 경우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나, 글씨 크기나 크지만 보

는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글자는 크나 

가까이 보아야 하는 마트에서의 상품 이름은 50%로 절반 정도

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시력손실로 인하여 사회활동

에 참여의 제약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도 78%에 달하여 이 역

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Hickson et al.(1999)의 호주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한 객관

적인 청·시각 손실과 주관적인 참여의 제약과 활동의 제한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선생연구는 

청력손실이 경도 난청일 경우 “항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가 45.3%로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때때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91.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경도 

시력손실일 때에는 51.6%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Table 6.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who reported hearing or vision 
difficulties for each categories of impairment [n (%)]

Objective results
Self-reported difficulty

Yes Sometimes No
Hearing
   Normal (n = 11) 1 (9.1)0 09 (81.8) 1 (9.1)
   Mild (n = 24) 1 (4.2)0 22 (91.7) 1 (4.2)
   Moderate or greater (n = 15) 4 (26.7) 10 (66.7) 1 (6.7)
Distance vision
   Normal (n = 8) 1 (12.5) 06 (75.0) 01 (12.5)
   Mild (n = 39) 4 (10.3) 33 (84.6) 2 (5.1)
   Moderate or greater (n = 3) 1 (33.3) 02 (66.7) -
Dual sensory
   Normal (n = 2) 1 (50.0) 01 (50.0) -
   Hearing normal and vision 
     impairment (n = 8) 008 (100.0) -
   Vision normal and hearing 
     impairment (n = 7) 1 (14.3) 06 (85.7) -
   Dual sensory impairment 
     (n = 33) 5 (15.2) 26 (78.8) 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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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때때로”가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모표본수와 문화적 생활 환경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

된다. 보청기 보급 정도나 돋보기 비치 환경 등 노인을 위한 생

활복지 환경과 관련하여 더욱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본다.

전체 대상자 50명 중 48%인 24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60은 30.8%로 다른 연령대보다 제일 작았으며 

70은 50%, 80+의 경우에는 80%로 수술을 받은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60, 70, 80+로 나이가 들수록 원거

리 시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내장 수술로 인

하여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원거리시력 측정 시 평상시 느

끼는 불편함을 비교하기 위하여 안경을 착용한 노인의 경우는 

안경 착용 후 노인의 시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

수록 원거리시력이 나빠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의 결

과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시력손실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고려할 때는 백내장 수술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걱정거리는 역시 건강을 빼 놓

을 수 없다. 청력과 시력의 감각기관에 기능적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은 하나의 기관이 이상이 있을 때보다 2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보고되어 있다(Shin et al., 2014). 특

히 이상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

이 아니므로 경도의 경우는 놓치기 쉬워 병원 치료나 다른 보

조요법을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

다. 청력이나 시력의 손실은 만성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위험요인이나 한정된 1차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우므로 질병 발생 이전에 예방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건

강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사소통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청력과 시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청각보조장치, 시각보조장치 및 의료적 치료 등과 같은 적합한 

중재를 해야 한다(Cruice et al., 2005).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상대로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인의 건강을 관

찰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데에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재

활을 통해 불능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치료를 통해 효과

적으로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훈련시키는 포

괄적인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게재문

항은 번역을 한 것으로 원본의 서술형 문항을 질문형 문항으로 

의역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항 간의 정교한 신뢰도 분석은 추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우선 본 연구의 결과만 보더라도 

앞으로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이 청력과 시력과 관련한 건강 역

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0:0�청력손실·시력손실·두 감각기관 저하·

객관적 평가·주관적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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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Hearing and vision questionnaires

반응

항상 때때로 아니오

Hearing

1 조용한 상황에서 대화를 이해하기 힘든가요?

2 TV나 라디오, 혹은 영화를 볼 때 잘 들리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3 식당이나 사람이 많은 곳과 같은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 힘든가요?

4 전화 상 목소리를 이해하기 힘듭니까?

5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웅얼거리거나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6 연설이나 교회와 같은 곳에서 스피커를 통한 목소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7 다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키워 달라고 하거나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8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Vision

1 신문이나 책을 읽기가 어려운가요?

2 청첩장이나 부고장 읽기가 어려운가요?

3 거리의 간판, 버스번호를 알아보기가 어려운가요?

4 마트에서 상품이름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가요?

5 휴대폰의 숫자를 읽기가 어려워 전화를 제대로 걸지 못하나요?

6 은행이나 군청, 보건소에서 문서 작성 시 잘 보이지 않아 서류 작성이 어려운가요?

7 눈이 침침해져 뉴스나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 세상소식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