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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 

출산 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Lee & 

Lee, 2010).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

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성 난청 인구의 증가이다. 노인성 난청 

인구의 증가는 보청기의 사용도 증가하게 하였는데, 이는 과거

의 제한적인 청각 보조기기의 종류, 불만족스러운 기능, 보청기 

및 청각 보조기기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보청기 기술의 발전과 보청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

으로 개선되어 보청기 사용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Sawyer et al., 2019).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내에서도 나

타났는데, 특히 노인층에서 청력손실에 대한 견해와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Yoo et al., 

2012).

보청기는 청력손실의 보상을 통해 듣기 능력의 향상과 개인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Erler & 

Garstecki, 2002), 이러한 보청기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보청기 증폭과 적합이 필수적이다. 보청기의 증

폭과 적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합의 확인(ver-

ification) 방법으로 보청기 착용 전후 방음실에서의 청력역치

레벨과 어음인지도, 전기 음향적 특성 또는 고막 근처에서의 음

향이득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객관적 적합의 

확인 방법으로 평가한 내용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보

청기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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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 착용자에게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청취 환경에서 

보청기의 만족도를 직접 확인하는 설문 내용으로 만족도를 구

체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 맞춘 보청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Jorgensen, 2016).

기존의 보청기 만족도를 파악하는 여러 설문지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한 평가, 청취 상황별 효과, 심리·정서적인 요인의 평

가, 일상생활의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불편함 등에 대한 평

가를 포함하여 적게는 7개 항목부터 많게는 60여 개 항목까지 

검사하는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지

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개인의 의

견에 국한된 평가이고, 둘째, 실생활에서 보청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이 미비하고, 셋째, 보청기의 종

류, 타입, 기술 수준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넷

째, 설문지를 사용하는 각 사회의 문화, 정서, 경제적 영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Wong et al., 2003).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청기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시대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설문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체계적

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회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러한 기존의 보청기 만족도의 설문지에 대

한 제한점을 이미 보완하여 구체적인 보청기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만족도의 조사와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35년간 꾸준히 보청기 만족도를 보고하

고 있는 미국의 MarkeTrak 보고서와,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조

사 및 분석 시스템인 EuroTrak 등이 있다. 특히 MarkeTrak 보

고서는 9권 이후 이전의 우편과 방문 조사 방식에서 온라인 조사 

시스템으로 보청기 시장 조사, 보청기 착용자 만족도 조사, 보청

기 비착용자 현황으로 구성된 설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구조를 완성하였다(Abrams & Kihm, 2015; EHIMA, 

2019).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청기 만족도 조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인성 난청 인구가 많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

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 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청기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그 내

용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청기 만

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MarkeTrak의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의 

보청기 시장과 만족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조사 자료를 구성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분석 내

용을 MarkeTrak과 EuroTrak의 결과와 비교하여 국내 사용에 

적절한 보청기 만족도 조사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반영

하여 국내 보청기 시장 및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보청기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전국의 28개 보청기센터, 경북 6개소, 서울 5개소, 경기 3개

소, 부산·경남·광주·전남 각 2개소, 강원·대구·울산·충북·

대전·제주 각 1개소에 내방한 보청기 착용자 중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면 작성을 통해 보청기 만족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는 118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72명, 여성은 46명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9.03세[stan-

dard deviation (SD): 15.26세]였고, 순음역치 평균은 오른쪽 

귀가 65.66 dB HL (SD: 15.27 dB HL), 왼쪽 귀가 64.10 dB 

HL (SD 18.66 dB HL)이었다. 어음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검사 결과는 오른쪽 귀가 55.53%(SD: 23.01%), 왼쪽 귀

가 57.45%(SD: 24.19%)였다. 청력손실의 형태는 하강형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수평형이 39.4%, 상승형과 산형이 각

각 3.0%와 2.0%로 나타났다.

설문지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MarkeTrak 8권의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국내 보청기 착용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

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한 후 전체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예를 들면 MarkeTrak 8권의 설문지는 보청기 착용

자가 쉽게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인 보청기 종류, 타입, 가격대, 

청력손실의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구성한 설문지는 이

러한 부분을 국내 보청기 착용자가 작성하기 어려워하여 청각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보청기 착용과 관련된 만족도 부

분은 보청기 착용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두 부분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청각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인적 사항, 청

각학적 사항, 보청기 관련 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난청

의 정도와 유형, 어음인지도검사 결과, 보청기 타입, 브랜드 및 

모델, 보청기 가격대 등을 기록하도록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보청기 착용자가 작성하는 부분은 여러 청취 환경에서의 보

청기의 만족도, 보청기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정도, 청각전문가

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150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

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보청기 만족도 평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

는 항목도 일부 포함되었고, 각 항목별로 설문 응답자 수도 일

정치 않다. 따라서 결과는 전체 항목 중 보청기 만족도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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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RESULTS

설문지 조사 결과 73명(62.4%)이 보청기를 양이에 착용하였

다고 응답하였다. 총 118명의 응답자의 보청기를 착용한 총 귀 

수는 190귀였다. 보청기를 착용한 190귀의 보청기 타입은 초소

형 고막형(Invisible In the Canal, IIC)이 7.4%(14귀), 고막형

(Completely In the Canal, CIC)이 42.6%(81귀), 외이도형(In 

The Canal, ITC)이 27.9%(53귀), 외이도내수화기형(Receiver 

In the Canal, RIC)이 19.5%(37귀), 귀걸이형(Behind The Ear, 

BTE)이 2.6%(5귀)였다(Figure 1). 보청기 기술 수준의 분류는 

제조회사마다 달라 권장 소비자 가격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

데, 600만원대는 최고급형, 400~500만원대는 고급형, 300~400

만원대는 기본형, 300만원 이하대는 경제형으로 나누어 분류하

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착용한 보청기의 기술 수준을 파

악하였을 때 최고급형 보청기는 12.3%(23귀), 고급형 보청기는 

11.8%(22귀), 기본형 보청기는 39.0%(73귀), 경제형 보청기는 

36.9%(69귀)였고, 착용한 보청기의 개당 평균 가격은 182만원

이었다(Figure 2). 

청력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듣기의 어려움에 대

한 응답은 양측 모두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83.5% 

(96명), 한쪽 귀만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5% 

(19명)였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

를 묻는 질문에 경도 난청으로 응답한 경우가 3.5%(4명), 중도 

난청으로 응답한 경우가 50.0%(56명), 고도 난청으로 응답한 경

우가 39.9%(45명), 심도 난청으로 응답한 경우가 7.1%(8명)였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를 구매한 시기는 1년 이내가 

21.2%(25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51.7%(61명), 3년 이상 5년 미

만이 22.0%(26명), 5년 이상이 5.1%(6명)였다. 보청기를 착용한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5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평균은 6.3년(SD: 6.53년)이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

후로 구매한 보청기 개수는 평균 2.65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

이 구매한 경우는 10개로 보청기 착용 연수가 35년으로 응답한 

응답자와 동일인이 가장 많은 보청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보청기 착용자는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 평균 1.91회를 보

청기센터나 청각전문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결정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한 경우는 10회였다. 보청기를 구매

한 장소는 보청기센터가 90.0%(104명), 개인 이비인후과가 

4.3%(5명), 대학병원 이비인후과가 3.4%(4명), 의료기기상과 안

경점 내 보청기 취급소와 그 외 기타가 각각 0.86%(1명)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청기센터의 내방 고객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편중된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이 있

다. 보청기를 구매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한 경우

는 49.1%(57명)였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평균 횟수는 1.35회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지원받은 횟수는 4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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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7.9

2.6

  IIC      CIC      ITC      RIC      BTE

Ratio (%)

Figure 1. The type of hearing aids which the respondents use. IIC: 
Invisible In the Canal, CIC: Completely In the Canal, ITC: In The 
Canal, RIC: Receiver In the Canal, BTE: Behind The Ear.

Figure 2. The classification of the technology level of the hearing 
aids. Top: over 6,000,000 won, Plus: 4,000,000-5,000,000 won, Ba-
sic: 3,000,000-4,000,000 won, Economic: below 3,000,000 won. 
Classified by recommanded enduser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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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0.2% 

(12명), 만족이 54.2%(64명), 보통이 29.7%(35명), 불만족이 

4.2%(5명), 매우 불만족이 1.7%(2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64.4%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루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평균 

시간은 8시간 이상 착용자가 78.8%(93명)로 가장 많았으며, 6시

간 미만 착용자가 12.7%(15명), 4시간 미만 착용자가 5.9%(7명), 

2시간 미만 착용자가 1.7%(2명), 1시간 미만 착용자가 0.8%(1명)

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에게 보청기를 권유할 의도와 현재 구

매한 센터를 추천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90.6%(106명)

와 88.9%(104명)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보청기가 전반적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항

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5.6%(42명), ‘대부분’으로 응답

한 경우가 48.3%(57명), ‘때때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15.3%(18

명), ‘전혀 도움이 안 됨’으로 응답한 경우가 0.84%(1명)로 나타

나 83.9%가 긍정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여 보청

기의 전반적인 만족도인 64.4%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사회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놀림이나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음’으

로 답한 경우가 53.9%(63명)로 가장 많았고, ‘때때로’로 응답한 

경우가 39.3%(46명), ‘대부분’과 ‘항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3.4%(4명)로 46.1%가 보청기 착용에 대해 사회로부터 부정적 

시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를 처음 구매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다중적으

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본인 스스로 청력이 나빠졌다고 느

껴서’가 56.8%(67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배우자 및 가족

의 권유’가 44.9%(53명), ‘이비인후과 의사의 권유’가 22.0%(26

명), ‘청각전문가’의 권유가 13.6%(16명), ‘TV/라디오/신문/잡지 

광고’가 3.4%(4명), ‘난청에 관한 기사나 책자’가 2.5%(3명), ‘인

터넷 광고’가 1.7%(2명), 기타 의견이 5.9%(7명)였다. 기타 요인

으로는 이웃사람의 권유, 직장 동료의 권유, 사고로 인한 청력

손실 등의 답변 등이 있었다. 앞으로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현

재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와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

향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0.3%(94명)로 가장 많았고, 

‘모름’이 17.1%(20명), ‘아니오’가 2.6%(3명)였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고장난 횟수를 묻는 질문에 고

장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2.2%(60명)로 가장 많았고, 

2~3회가 21.7%(25명), 1회가 15.7%(18명), 4~5회가 7.8%(9명), 6

회 이상이 2.6%(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장에 대한 수리 서

비스에 대해서는 93.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액세서리의 사용 여부를 묻

는 질문에 13.8%(16명)만이 무선 액세서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들 중 사용하고 있는 무선 액세서리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는 다중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스

마트폰 앱 6명, 휴대전화 무선 수신기 5명, 무선 리모콘과 TV 

무선 수신기 사용이 각각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명

은 스마트폰 앱과 휴대전화 무선 수신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

었다. 이러한 무선 액세서리의 사용 빈도는 ‘하루에 두세 번’ 정

도가 31.3%(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하루에 많이’가 

25.0%(4명)였으며, 무선 액세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5.0%(4명), ‘가끔(일주일에 몇 번)’과 ‘드

물게(한 달에 몇 번), 그리고 ‘아주 드물게(1년에 몇 번 정도)’가 

각각 6.3%(1명)였다.

보청기의 부가 장치에 대한 질문에 음량 조절기가 있는 경우

가 41.0%(48명), 음량 조절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48.3%(56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방향성 마이크 기능이 탑재된 

경우는 31.3%(35명)였다.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디지털 보청

기라고 답한 경우가 83.8%(98명), 아날로그 보청기라고 답한 경

우가 1.7%(2명), 본인이 착용한 보청기가 어떤 신호 처리 방식인

지 모르는 경우가 13.8%(16명)였다.

보청기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청기의 착

용감, 음질, 관리의 편리함, 소리의 편안함 등에 관한 22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보청기의 관리 및 착용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전반적인 착용의 

편안함’으로 68.4%(80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만

족도가 낮은 항목은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23.7%(34명)가 만

족한다고 응답하였다(Figure 3).

보청기의 음질에 관한 12개의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만족

도가 높은 항목은 ‘청력의 개선’으로 65.5%(76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소음 속 청취’로 38.7% 

(46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Figure 4).

보청기를 적합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 85.3%(99명)가 ‘청능사’

가 적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적합한 사람의 자격을 모른다는 

응답이 6.0%(7명), ‘청각사’가 3.4%(4명), ‘이비인후과 의사’가 

1.7%(2명)가 적합하였다고 하였고, 보청기센터가 아닌 다른 경

로로 보청기를 구매하여 본인이 직접 적합하였다는 응답이 

0.86%(1명)였으며, 기타로 2.6%(3명)가 보청기센터 직원이 적합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보청기 적합 및 서비스를 제공한 센터에 대한 만족도 질문 7개 

항목 중 ‘직원의 친절도’가 가장 높은 94.9%(111명)로 나타났으

며,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81.0%(94명)

로 가장 낮은 정도의 서비스로 응답하여 제공한 센터의 전반적

인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청각전문가로부터 사용법 및 관리 요령을 습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질문하였을 때 30분과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는 응답이 47.5%(56명)와 41.5%(49명)로 89.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2시간 이상이 5.1%(6명), 2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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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명),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2.5%(3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착용자들이 청력손실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의 관리에 대해 청각전문가가 얼마

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지 질문하였다. 30분과 1시간이 각

각 49.6%(57명)와 33.0%(38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시간 

이상과 3시간 이상이 각각 6.1%(7명)와 3.5%(4명)였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응답도 7.8%(9명)로 나타났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게 되면 그동안 난청으로 인해 듣지 못

하던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보청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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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satisfaction rate of factors for HA handling. HA: hearing aid, VC: volu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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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atisfaction rates of sound quality factors for the individual hearing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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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응(acclimatization) 기간이 필요하

다(Cox et. al., 1996). 순응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청각전문가

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질문하였을 때 5회 이상 서비스를 받았

다는 응답이 47.4%(55명)로 가장 많았고, 3회가 24.1%(28명), 4

회가 12.9%(15명), 2회가 9.5%(11명), 1회가 3.4%(4명)로 나타났

다. 아직도 순응이 안 되었다는 응답도 2.6%(3명)였다. 순응이 

아직 안 되었다는 응답자 3명의 보청기 착용 경험은 1년이 2명

이었고, 6개월이 1명이었다. 

보청기의 배터리 교체나 청소와 같이 보청기 사용에 숙달되

기 위해 청각전문가를 방문한 횟수는 5회가 가장 많은 33.0% 

(37명)였고, 3회가 20.5%(23명), 2회가 19.6%(22명), 4회가 13.4% 

(15명), 1회가 11.6%(13명), 아직 숙달이 안 된 경우가 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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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atisfaction rates for the various factors of service quality provided by the HA centers. HA: hearing aid.

Figure 6. The ratio of importance of hearing in various listening situations for the hearing ai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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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의 항목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착

용하였을 때 33.9%로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였고, ‘나는 강당

과 같이 큰 공간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말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의 항목은 26.2%로 가장 낮은 개선율을 보였다. 부정적

인 질문의 예로 ‘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켜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에 보청기를 착용

하였을 때 22.3%가, ‘나는 강연을 들을 때 많은 정보를 놓친다’

에 7.4%가 보청기 착용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사용 이후 개선된 삶의 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보청

기 착용 이후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에 91.1%(103명)가 가장 긍

정적인 삶의 질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개

선되지 않은 삶의 질 부분은 ‘육체적 건강’으로 47.3%(53명)가 

응답하였다(Figure 7).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된 기기

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질문에 

음성 증폭기 5.9%(7명), 자막 기능 3.4%(4명), TV 증폭 헤드셋 

2.5%(3명), 전화 증폭기 1.7%(2명)가 응답하였고, 구매 장소로

는 보청기센터가 6명, 의료기기 판매점이 2명, 인터넷 구매가 1

명, 기타가 1명이었다.

여러 청취 환경에서 보청기나 청각 보조기기의 도움 없이 듣

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질문에 조용한 방에서 속삭이

는 소리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7.7%(87

명), 다른 방에서 보통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2%(94명), 다른 방에서 큰 소리로 이

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5.3% 

(63명)였다. 좋은 귀에 크게 말하면 이해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

에 응답 순위는 ‘큰 소음은 들을 수 있다’, ‘보청기나 청각 보조

기기가 없으면 소음 속에서 소리를 구별할 수 없다’, ‘소리를 듣

였다. 

보청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청기 착용자의 듣기 

욕구와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청기 착용자에게 일상생

활의 청취 환경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듣기 환경을 질문

하였을 때, 여러 청취 환경 중 ‘휴대폰 통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58.1%(68명)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2~3명과의 대화’가 

55.6%(65명), ‘일대일 대화’가 53.4%(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

면 듣기 중요도가 높지 않은 청취 환경으로는 ‘학교나 교실 환

경’이 34.6%(37명),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이 30.1%(34명), ‘직장

이나 회사’가 29.1%(32명)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6). 15개의 

청취 환경에 대한 보청기의 만족도를 분석하였을 때 ‘일대일 대

화’ 상황이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을 합하여 78.4%(91명)로 

가장 만족스러운 청취 환경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휴대

전화 통화’가 65.6%(76명), ‘TV 시청’이 62.2%(72명)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청취 환경

은 ‘많은 사람과의 대화’ 환경으로 27.6%(32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의 어

려움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많이 어렵다’가 36.2%(42명), ‘다소 

어렵다’가 27.6%(32명), ‘매우 어렵다’가 25.9%(30명)로 89.7%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약간 어려움’은 7.8%(9명), ‘전혀 어렵지 

않음’은 2.6%(3명)가 응답하였다. 

보청기 착용이 특정 환경에서 듣기 능력을 어느 정도 개선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20개의 특정 환경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였

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듣기 능력을 파악하고자 ‘이해

할 수 있다’의 긍정적 질문과 ‘어려움이 있다’의 부정적 질문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질문으로 ‘나는 

교회(혹은 성당이나 사찰)에서 설교(혹은 강론이나 설법)를 이

Figure 7. The ratio of improvement of 
socio-psychological factors after wear-
ing hearing aids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Communication 

ability

28.3
36.4

28.6 27.4

16.1

62.8

54.9 53.6 54.0

31.2

6.2 8.8
14.3

17.7

50.9

1.7 0.9 3.5 0.9 1.80 0 0 0 0

Emotional health Mental ability Physical healthRelationship 
(family)

Im
pr

ov
em

en
t r

at
io

 (%
)

  Much better      Better      Same      Worse      Much worse

Socio-psychological factors



www.e-asr.org  55

S Sim et al. ASR
고 소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 순으로 87.7%(100명), 85.1% 

(97명), 69.6%(78명)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향후 보청기를 구매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향후 4년 이내 구

매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4.5%(39명)로 가장 많았고, 4년 이내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가 32.7%(37명), 3년 이내가 10.6%(12명), 

2년 이내와 1년 이내가 각각 8.0%(9명)씩, 6개월 이내가 6.2%(7

명)여서 4년 이내에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총 65.5%였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국내 보청기 착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설문 체계와 달리 청각학적 요인

이나 보청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각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게 하여 고령의 보청기 착용자들이 잘못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 응답의 오류율을 감소시키고 좀 더 전문적이

고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청각전문가가 작성한 현황에 따르면 보청기 사용자의 난청의 

정도는 중도 난청이 22.3%(51귀), 중고도 난청이 41.7%(93귀), 

고도 난청이 25.1%(56귀)로 청력검사 결과에서 나타났으나, 보

청기 착용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난청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중

도 난청이 49.6%(56명), 고도 난청이 39.8%(45명)로 나타나 난

청의 정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청력검사 결과와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rkeTrak이나 EuroTrak 

보고서에서는 난청자가 보청기 착용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본인의 청력이 나빠졌다’고 느꼈을 때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난청자가 난청의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쉽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Abrams & Kihm, 2015; EHIMA, 2019). 특히, 고령자에

게는 난청과 동반된 치매 발생 확률의 증가와 낙상 위험이나 

우울증의 증가와 같은 연관된 질환의 발생에 대한 위험성에 대

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awes et al., 2015; Gurgel et al., 2014). 

최근 출시되는 보청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을 접목하

여 여러 청취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선 기술이나 스마트폰과의 접목을 통해 

보청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보청기로 청취하기 어려

웠던 환경에서도 보청기 착용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13.8%만이 무선 액세서리 기술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첨단 기술의 보급률이 아직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까지 기술 개발의 

결과로는 무선 기술이 일부 ITC형, BTE형, RIC형 보청기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고막형(IIC, CIC) 보청기와 같은 소형 보청기

를 선호하는 국내 보청기 착용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고, 둘째, 이러한 기능들의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나 홍

보가 부족하여 보청기 착용자들이 첨단 기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며, 셋째, 보청기 착용자들이 보청기 이외의 부가적

인 장치를 보유하거나 조절하는 데 미숙하고 불편함을 느껴 추

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보청기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에 91.2%가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할 때, 더 많은 보청기 착용자가 최신 무선 

액세서리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음향기기나 첨단 의사소통 기

기들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를 위해서 청각전문가는 무선 액세서리의 활용에 대한 교

육과 이를 활용한 청능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 타입에 대한 조사에서 보

청기 착용 형태는 귓속형 보청기는 77.9%로 높은 비율을 보였

으나 RIC형 보청기는 불과 19.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귓속형 보청기의 판매 비율이 

RIC형이나 BTE형에 비해 높은 결과와 일치한다(Sim & Kim, 

2019).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보청기 착용 형태의 

비율과는 다른데, 2019년 조사에서 RIC형 보청기의 판매 비율

이 2018년의 72.5%보다 4.1% 증가한 76.6%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RIC형 보청기의 판매 비율이 증가되는 현상은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The Hearing Review, 2019). 

보청기 착용 형태의 차이는 본인의 목소리 음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RIC형 보청기의 착용

률이 높은 미국은 본인의 목소리 음질에 대한 만족도가 73%로 

높지만 본 연구에서는 47.9%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Kochkin, 2010).

본 연구에서는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모델명을 청각전문가

가 기록하게 하여 보청기 기술 수준을 최고급형, 고급형, 기본

형, 경제형까지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보청기 착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청기의 기술 수준이 전반적인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청기의 기술 수준

은 전기 음향학적 측정이나 검사실 환경에서의 측정에서는 단

계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보청기 착용자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 순간 평가(ecological mo-

mentary assessment)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최근 

연구(Palmer, 2019)에서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보청기 착용자가 

보청기의 기술 수준을 느끼는 차이점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보청기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보

청기 성능의 영향이 크다는 다른 연구자(Wong et al., 2009)의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보청기의 기술 수준이 만족도와 

연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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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청기의 한 대당 평균 구매 가격은 18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보청기센터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Sim & Kim, 2019)의 결과인 150만원대 보다는 조금 높

고,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보청기 착용자를 대상으

로 한 조사(Ahn et al., 2010) 결과인 265만원보다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평균 구매 가격은 ￥150,000이고, 미

국의 평균 구매 가격은 $2,372로 조사되어 보청기의 판매 가격

은 국내외에서 아직 일관된 자료로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결

론 지을 수 있다(EHIMA, 2019; Strom, 2018).

보청기 착용자의 만족도 현황은 본 연구에 참여한 보청기 착

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64.4%로 나타나 2014년에 실시한 

조사의 60.8%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Chang et al., 

2014). 이를 외국의 보청기 만족도와 비교할 때 일본의 38%보

다는 높고, 독일의 76%나 미국의 8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Abrams & Kihm, 2015; EHIMA, 2019). 이렇게 나라마

다 서로 다른 만족도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이유로는 첫째, 

국내 보청기 착용자의 양이 착용 비율이 62.4%로 일본의 45%

에 비해 높고, 둘째, 국내에서 청각전문가의 보청기 적합, 상담, 

사후 관리 등의 보청기 관리 서비스 질에 관한 국내 만족도가 

81.0~94.9%이지만 일본은 59~62%이고, 셋째, 국내 청각전문

가의 높은 질적 수준이 전반적인 보청기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가 과정이 설립되

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미비한 교육 제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Lee, 2006; Sim & Kim, 2019). 국내 보청기 착용자는 

85.3%가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 시험을 통과한 청능사가 보청기

를 상담 및 적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본은 44%만이 공인

된 보청기 기술자(certified hearing aid technician)가 적합하였

다고 응답하여 청각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차이가 보청기 착용

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EHIMA, 2019). 그

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보청기센터의 다수가 청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적합의 전문성과 교육의 정도가 편중되어 일본

의 보청기 전문가의 전문성과 단순 비교는 한계성이 있다. 추후 

더 폭넓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청기 전문가

의 교육제도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명백한 것으

로 생각한다. 

국내외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일

정 정도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보청기 구매 시 일정 금

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정부에서 보청기를 일괄 구매하

여 지원하거나, 개인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등 국가에 따라 다

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

게 5년마다 1회씩 최대 131만원까지 보조기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Nation-

al Health Insurance Sharing Service, 2018). 본 연구의 보청기 

착용자 중에는 보조기기 보조금 혜택을 받아 구매한 경우가 

49.1%였으나, 일본의 경우 12%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

였고, 독일의 경우 94%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National Hear-

ing Service에서 보청기를 일괄 구매하여 지급하는 영국의 경

우는 75%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여 국내 보청기 착용자

의 혜택은 일본보다는 높지만 유럽의 복지 선진국가에 비해서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HIMA, 2019). 

본 연구의 보청기 관리 및 기능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보청기 배터리 수명으로 23.7%만이 만

족한다고 나타나 일본의 29%와 유사하였으나 영국의 71%, 독

일의 62%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EHIMA, 2019). 이러한 

현상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국내 보청기 

착용자는 귓속형 보청기의 착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보청기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고, 둘째, 최근 출

시되는 충전형 보청기 배터리 기술이 RIC형과 BTE형에만 탑

재되어 RIC형 보청기의 보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최신 기술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청기 만족도 관련 연구는 주로 보청기 착용자의 

개인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보청기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설

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생

활에 밀접하고 진보된 만족도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생태 순간 

평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Palmer, 2019). 이러한 최신 평가 방법

을 적용하고 유럽의 EuroTrak이나 미국의 MarkeTrak과 같이 구

체적인 보청기 시장의 실정과 보청기 사용자의 다양한 현황을 

잘 반영하는 체계적인 설문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앞서 개발되고 검증된 도구인 MarkeT-

rak 8권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국내의 보청기 만족

도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국의 현황과 비교 고찰하였

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확인하

였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청기 만

족도 및 시장 조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과

정에서 나타난 150개 항목의 방대한 설문 내용은 보청기를 주

로 착용하는 고령층이 모두 답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집중

력이 흐려질 수 있고 적절한 응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복되거나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축소할 필

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보

조기기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질문이나 보청기 자격증 관련 견해

와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고 국내 보청기 착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보청기 기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설문지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구축된 보청기 적합 시스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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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청기 착

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청능재활 서비

스 체계를 갖추어 궁극적으로 보청기 착용자의 만족도와 착용

률이 복지 선진국과 같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보청기 만족도·보청기·보청기 시장·보청기 착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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