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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장애와 관련된 연구와 임상에서는 보청기 착용 관련 만

족도, 보청기 적응 및 수행능력, 스스로 느끼는 청각장애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평

가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설문지 평가는 난청인 본인이 실질적

으로 부딪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 스스로 답한 내용을 객관

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n et al., 2015). 

그러나 평가지를 개발하려면 오랜 시간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

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따

라서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의 설문지를 한

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

하려면 원본과 견주어 타당하고 정확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하

여 설문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Chapman & Carter, 1979). 

적절한 번역 절차는 개발자에게 연락하여 번역에 대한 동의

를 구한 뒤 번역할 언어로 순번역한 다음, 해당 언어로 역번역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번역한 내용이 원

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

도를 검증받고 문항의 오류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오류 

문항을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원

본과 유사한지 비교하여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면 우수한 번역

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Jang, 2014). 이 과정에서 번역본을 

사용할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원본이 나온 지역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여 해당 지역 사회의 특정 정서를 반영한 원본 

내용이 번역본에 올바르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im et al., 2017). 설문지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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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과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사용된

다(Lee & Shin, 2013).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는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신뢰도

로, 0.8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로, 0.7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신뢰도로, 0.6 이상이면 의심스러운 신뢰도로, 0.5 이상이면 좋지 

못한 신뢰도로, 0.5 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신뢰도로 생각된

다(George & Mallery, 200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교적 정

밀하게 개인의 점수 차이를 보고자 할 때는 0.9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0.7 이상이면 유용성이 있는 적절한 신뢰

도를 확보한 설문지로 인정한다(Guilford & Fruchter, 1978).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

성 타당도 등이 있다. 이 중 내용 타당도는 각 문항이 평가하고

자 하는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으로 규정하고, 준거 타당도는 

설문으로 나타난 결과가 다른 기준 지표를 사용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의 관련성을 확인하며(Kim et al., 2008), 구성 타당도

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Kang, 2013). 청각학 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타당도

의 검증 방법은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으로 측정 변수들로

부터 잠재 변수를 발견해 내는 통계적 과정을 거쳐 구성 타당

도를 검증한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에서 타당도가 높으려

면 신뢰도가 높아야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

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상호 연관성은 있으나 서로 다

른 개념이기 때문이다(Seong, 2002).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청각장애와 관련한 설문지의 주요 

번역본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 중 hearing handicap in-

ventory for the elderly (Ku & Kim, 2000; Park et al., 2011)

와 2004년 김진숙 교수가 번역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inter-

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https://icra-

audiology.org/Repository/self-report-repository/IOI-HA-

questionnaires/korean)는 타당한 번역 절차를 거쳐 효용성 있

는 검사 도구로 국내외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고 원본과 직

접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Chu et al., 2012). 그러나 적절

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국내의 상황과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지는 번역본도 존

재한다. 예를 들어 Cox & Alexander(1999)의 Satisfaction 

with Amplification in Daily Life (SADL)의 번역본은 원저자

의 동의로 순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거쳐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하위항목 중 ‘개인적 이미지’ 영역에서 원본의 평균 점

수는 0.66인데 번역본은 0.29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저자는 

그 원인을 문화와 정서적 차이에 따른 문항 해석의 차이로 생

각된다고 하였다(Kim et al., 2018). 또한 Jo et al.(2011)의 atti-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언어와 문화 및 정서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설문 문항의 등가성(equivalence)을 확

보하여야 한다. 등가성이라는 개념은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동

일한 차원에 위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등가성이 확

보되어야 외국의 원본 자료로 얻은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

(Lee, 2004).

설문 문항의 등가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다. 처음 등가성의 이론을 정립한 Jakob-

son(1959)은 언어적 관점에서만 설명하였으나, 이후 Nida(1964)

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으로 나누어 

정의하여 구체적인 등가 개념을 확립하였다. 형식적 등가는 형

태나 내용상 전달하고자 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문법과 

단어가 일치하고 문항의 형식이 동일하여 원본의 의미가 재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동적 등가는 번역된 언어에 초점을 맞추

어 번역본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

고 부드러운 맥락의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까지도 포

함한다. 

역동적 등가는 세부적으로 문맥적 및 문화적 등가로 나뉘는

데, 문맥적 등가는 번역된 단어의 적절성, 맥락의 유연성, 선택

된 단어의 의미적 일치성 등을 의미하며 특히 번역 시 단어의 

선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Lee, 2015). 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

는 특정 사회나 지역 혹은 문화에 따라 언어가 내포하는 의미

에 차이가 있고 문화와 정서에 따라 관용적 의미가 다르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단어가 그 의미를 뜻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여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은 생각이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단어의 이해 정도와 설문

의 구체적 수준이 차이가 나거나(Hur, 1998), 설문 내용의 중점 

사안은 동일하지만 설문 문항의 상세 내용이 다르게 이해될 경

우 응답 결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Shin et al., 2007). 언

어는 특히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문화적 등가도 고려하

여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설문 문항을 번역하면 원래 

개발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원본이 개발된 지역과 번역본이 사용될 지역의 문화를 모

두 이해하고 양측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본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원

본의 의도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번역본을 제작하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Ko, 2006).

그러나 개념의 동등성과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하여 등가성

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일관성을 의미

하고, 타당도는 측정 도구로써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잘 측정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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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ALHQ) 번역본

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원본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

다. 저자들은 심리적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이 많아 번역 시 원

본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기 어려웠던 점을 본 번역본의 제한

점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외에서 보청기 착용 효과를 평가하고 청각 재활에도 널

리 사용되는 설문지 중 하나인 Cox & Alexander(1995)의 ab-

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APHAB)는 상이하게 

번역된 여러 개의 번역본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APHAB은 

profile of hearing aid performance (PHAP)와 profile of hear-

ing aid benefit (PHAB)을 기반으로 개발된 설문지이다. PHAP

과 PHAB은 일상생활 중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과 환

경음의 음질과 크기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청기 착

용 후 경험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Familiar talkers 

(FT, 친숙한 화자), ease of communication (EC, 쉬운 의사소

통), reverberation (RV, 반향음이 있는 상황), reduced cues 

(RC, 단서가 적은 상황), background noise (BN, 소음이 존재

하는 상황), aversiveness of sounds (AV, 크고 날카로운 음), 

distortion of sounds (DS, 소리의 왜곡) 등의 7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7단계의 리커트 반응척도로 ‘항

상(always), 거의 항상(almost always), 대체로(generally), 절반 

정도(half-the-time), 가끔(occasionally), 드물게(seldom), 전혀 

아니다(never)’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PHAP가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의 수행능력만을 측정한다

면, PHAB은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with my hearing aid)’

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without my hearing aid)’로 

구분하여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수행능력의 변화와 보청기 착

용 후 이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러나 두 설문지 

모두 항목과 문항의 수가 많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시간

이 오래 걸려 집중력을 잃기 쉬운 단점이 있다. 특히 항목 FT는 

비교적 쉬운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된 항목이기에 결과로 천정

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났고, 항목 DS와 RC는 통계 분석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보다 낮은 점수 결과를 보였다(Cox et al., 1991). 따라서 

FT, DS, RC 등 세 개의 항목을 삭제한 후 EC, BN, RV, AV 항

목 4개로 축소하고 66문항이었던 문항 수를 24개로 줄여서 임

상에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약된(abbreviated) 

PHAB인 APHAB이 개발되었다. 

APHAB은 PHAB과 동일하게 일곱 단계의 리커트 반응척

도를 사용하고 구성이 간단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결과를 곧바로 수치화하여 임상

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m, 2011). 새로이 구성된 

APHAB의 타당도 검증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EC와 

AV 항목은 각 항목에 대한 문항들이 잘 묶여진 결과를 보였으

나 BN과 RV 항목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Cox & Gilm-

ore, 1990).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소음이 있거나 반향이 있는 

비교적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 듣기의 어려움이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뢰도 분석으

로 Cronbach’s α 값을 보청기 착용 전, 보청기 착용 후,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이득(benefit)에서 측정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

서 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분석에서는 보청기 착

용 전의 RV 항목과 보청기 착용 후의 BN 항목이 0.65와 0.67

이었고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이득에서 EC, RV, BN 항목은 

0.48에서 0.58이었다.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도는 어느 정도 확보된 설문 도구로 인정받았다(Table 2). 

이렇게 4개의 항목과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APHAB은 

보청기 착용 전 점수로 보청기 착용의 성공을 예측하고, 보청

기 착용 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 조절능력을 비교할 수 

있고, 이득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Cox, 1997)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더욱이 보청기 착용 후 서로 다른 피팅 포뮬라를 

비교하고 동일한 보청기의 이중 마이크 성능도 비교할 수 있어 

보청기 재활 효과를 측정하고 청능 훈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Kim & Lee, 2017; Shabana et al., 2017). 

우리나라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표준에서도 보청기

Table 1. Important translated hearing related questionnaires for Korean version

Questionnaire Developers 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Ventry & Weinstein (1982) - Ku & Kim (2000)

- Park et al. (2011)
Atti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Saunders & Cienkowski (1996) - Jo et al. (2011)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Cox & Alexander (2002) -   Translated by Jinsook Kim (2004)

- Chu et al. (2012)
Speech, spatial and qualities of hearing scale Gatehouse & Noble (2004) - Heo & Lee (2009)
Satisfaction with amplification in daily life Cox & Alexander (1999) - Kim et al. (2018)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Cox & Alexander (1995) - Yun et al. (2000)

- L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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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 이득을 확인하는 지표로 APHAB이 언급되었고, KS 

문서에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K-

PHAB) (Kim et al., 2016)가 국내에서 번역된 APHAB을 대표하

는 참고문헌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K-PHAB은 APHAB을 그

대로 번역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문항을 재구성하고 18개의 문

항을 삭제하고 1개 항목(localization, LC)과 14개의 문항을 새

로운 내용으로 추가하여 총 문항은 20문항으로 총 문항이 24문

항인 APHAB의 번역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K-PHAB이

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APHAB 번역본은 Yun et 

al.(2000)과 Lim et al.(2017)이 발표한 번역본,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청각언어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

는 번역본(Yeo et al., 2014), 알고코리아에서 번역하여 인터넷

을 통해 소개된 번역본(https://cafe.naver.com/digitalhearin-

gaid/9), 스타키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

는 번역본(Appendix) 등 5개가 있다. APHAB은 보청기 착용 

전후 효과를 정량적 평가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국내 보청기 

착용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번

역본의 등가성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국내 APHAB 번역본의 등가성 및 신뢰도를 비교 

분석하고 청각학 분야의 설문지의 번역본 사용에 대한 적절성

을 논하고자 한다.

ANALYSIS OF QUESTIONNAIRES

문항별 등가성 분석

국내에서 APHAB 번역본으로 명명된 6개 설문지(A, B, C, 

D, E, F)의 등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별로 형식적 및 역동

적 등가성을 분석하였다. 청각학 박사 과정생 1명과 청각학 교

수 1명이 원본 영문 문항과 한국어 번역본 문항을 함께 읽고 등

가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Jeong(2009), Lee(2004), Lee(2015), Nida(1964) 연구의 등가성 

개념에 맞추어 재분석하여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다. 각 6개 번

역본에 대한 번역 진행 과정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시행 여부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등가성 분석 시 원본

에 표현된 ‘I’는 한국어 문장 구조 특성상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I’에 대한 번역 여부는 형식적 등가성을 침해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Oh & Park, 2011).

문항 1: When I am in a crowded grocery store, talking 

with the cashier, I can follow the conversation

A는 “혼잡한 시장에서 종업원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B는 “나는 혼잡한 식품 매장에서 계산을 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C는 “혼잡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점원의 대화

를 이해할 수 있다.” D는 “사람으로 붐비는 채소 가게에서 계산 

점원과 말할 때 대화를 따라갈 수 있다.” E는 “사람이 붐비는 채

소 가게에서 계산 점원과 말할 때 대화를 따라갈 수 있다.” F는 

“혼잡한 상점 또는 마트에서 점원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로 번역하였다. 단어와 문법이 일치하는 번역본은 찾을 수 없어 

모든 번역본에서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D와 E는 

문맥상 뜻이 원본과 유사하고 문맥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할 

때 역동적 등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번역본들

은 표현이 원본에서 의도했던 의미와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grocery store’는 ‘식품 매장’을 의미하지만 문화적 차

이로 A, C, D, E, F에서 ‘시장’, ‘백화점’, ‘채소 가게’, ‘상점’ 등으

로 번역되었고, B는 ‘talking with the cashier’를 이야기할 때라

는 듣기 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계산을 할 때’로 번역되어 원본

의 의미가 재현되지 못하여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Table 2. Cronbach’s alpha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four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subscales adapted from Cox & 
Alexander (1995)

Subscale 
category

Unaided Aided Benefit
Cronbach’s α Test-retest reliability Cronbach’s α Test-retest reliability Cronbach’s α Test-retest reliability

EC 0.87 0.80 0.84 0.76 0.79 0.54
RV 0.83 0.65 0.85 0.81 0.78 0.50
BN 0.82 0.71 0.85 0.67 0.80 0.48
AV 0.86 0.89 0.85 0.70 0.82 0.71

EC: ease of communication, RV: reverberation, BN: background noise, AV: aversiveness of sounds

Table 3. Translation process and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Kore-
an version of APHAB

Korean 
APHAB

Translation process Statistical verification

A Not provided Not provided
B Forward & backward translation Done properly
C Not provided Not provided
D Not provided Not provided
E Not provided Not provided
F Not provided & reconstituted Done properly

APHAB: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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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I miss a lot of information when I’m listening to a 

lecture

A는 “강의나 수업 중 많은 내용을 놓친다.” B는 “나는 강의

나 수업을 들을 때 많은 내용을 놓칩니다.” C는 “강의를 들을 

때 많은 내용을 놓친다.” D와 E는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정보

를 놓친다.” F는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많은 내용을 

놓치곤 한다.”로 번역하였다. C, D, E는 문법과 단어가 비교적 

일치하여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였고, 역동적 등가성은 C만이 

번역된 문항이 자연스럽게 읽히고 이해되어 확보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의 번역본들에서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나 원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

이었는데, 예를 들면 D와 E에서 ‘information’이란 단어를 ‘정

보’로 직접적으로 해석하여 문맥적·문화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A, B, F는 원본에 나타나지 않은 불필요한 단어인 

‘강의나 수업’ 혹은 ‘큰’을 추가하였다.

문항 3: Unexpected sounds, like a smoke detector or 

alarm bell are uncomfortable

A는 “화재 경보나 자명종과 같은 갑작스런 소리를 듣게 되면 

불편하다.” B는 “화재 경보기나 또는 자명종과 같은 갑작스러

운 소리가 불쾌합니다.” C는 “자동차 경적음과 같은 원치 않은 

큰 소리를 들으면 불편하다.” D는 “가스 검출기나 화재 알람기 

등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소리가 편하게 들리지 않는다.” E

는 “가스 검출기나 화재 경보기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소

리가 편하게 들리지 않는다.” F는 “비상 벨 소리같이 예기치 못

한 큰 소리를 들으면 몹시 불편하다.”로 번역하였다. B는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였고, 역동적 등가성은 A, B, D, E에서 어느 정

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C와 F는 ‘smoke detector or alarm bell’

을 ‘자동차 경적음과 같은’, ‘비상 벨 소리같이’로 번역하여 원본

과 의미가 달라져서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문항 4: I have difficulty hearing a conversation when I’m 

with one of my family at home

A는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때 청력장애를 느낀다.” B는 “나

는 집에서 가족 중 한 명과 대화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C는 

“집에서 가족 중 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듣는 데 어려움이 있

다.” D는 “집에서 가족 중 한 사람과 있을 때 대화에 어려움을 

가진다.” E는 “집에서 가족 중 한 사람과 있을 때 대화에 어려

움을 느낀다.”로 번역하였다. C는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이 

충족되었고, B는 원본에서 의도했던 맥락이 유사하여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였다. A, B, D, E는 ‘difficulty hearing’을 ‘듣기

에 어려움’이라 번역하지 않고 ‘청각장애’ 또는 ‘어려움’으로 번역

하여 원본과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비교적 문맥상 자연스럽지

도 않았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문장 자체가 번역되지 않

아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5: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dialogue in a movie 

or at the theater

A는 “극장에 간 경우 영화에서 들리는 우리말 대사를 이해하

기 어렵다.” B는 “나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대사를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C는 “텔레비전 또는 영화의 대사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D와 E는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대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F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한국 배우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로 번역하였다. B는 형식적 및 역동적 등

가성을 모두 확보하였으나, A와 C는 ‘in a movie or at the the-

ater’를 ‘극장에 간 경우’와 ‘텔레비전’으로 바꾸어 번역하였고, D

와 E는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대사를 뜻하는 ‘dialogue’를 ‘대화’

로 번역하여 영화나 연극의 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로 오

해할 수가 있어 원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의미가 제대로 재현

되지 못하였다. F는 본 문항의 어구 중 ‘in a movie or at the 

theater’와 ‘dialogue’를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한국 배우의 

말’이라고 번역하고 재구성하여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문항 6: When I am listening to the news on the car radio, 

and family members are talking, I have trouble hearing 

the news

A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을 때, 차 안의 누가 말을 

하면 뉴스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B는 “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을 때 식구들이 말을 하면 라디오의 뉴스를 듣기가 어렵습니

다.” C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떠들면 

뉴스를 알아듣기 힘들다.” D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데 가족들이 말하고 있으면 뉴스를 청취하기가 어렵다.” E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 청취 중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뉴스를 청취하기가 어렵다.”로 번역하였다. 어떠한 번역

본도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B, D, E는 원본의 

의미와 유사하게 번역되어 역동적 등가성을 충족하였다. A와 C

는 ‘family members’를 ‘식구’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번역하지 

않아 원본에서 의미하는 가족 간의 대화를 ‘누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떠들면’으로 번역하여 원본의 의미가 재현되지 못하

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

히 결여되었다.

문항 7: When I am at the dinner table with several 

people, and am trying to have a conversation with one 

person, understanding speech is difficult

A는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그중 한 사람과 이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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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B는 “나는 여러 사람과의 저녁 식

사 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C는 “여러 

사람과 식사 중, 한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가 어렵다.” D와 E는 “여러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사람

과 대화를 하고 있는 데 대화 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로 번역

하였다. A와 C는 형식적과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였다. B는 

원본의 ‘understanding speech’를 생략하고 번역하여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D와 E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였는데 ‘speech’를 ‘대화 음’으로 번역하여 대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소리로 의미가 왜곡되어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

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

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8: Traffic noises are too loud

A는 “거리의 교통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B는 “거리의 교통 

소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C는 “거리에서 자동차 소음이 너

무 크게 들린다.” D와 E는 “교통 소음이 너무 크다.”로 번역하였

다. A, B, C는 ‘거리’라는 원본에 없는 단어가 추가되어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D와 E는 형식적 및 역동적 등

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

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9: When I am talking with someone across a large 

empty room, I understand the words

A는 “큰 방을 가로질러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잘 이해한다.” B

는 “나는 커다란 빈 방 안에서 건너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는 “큰 방이나 넓은 거실에서 멀

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이해할 수 있다.” D와 E

는 “커다란 빈 방을 가로질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말을 이

해한다.”로 번역하였다. D와 E는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되었고, 

B, D, E는 맥락상 원본의 의미를 재현하고 있어 역동적 등가성

을 확보하였다. A와 C는 ‘large empty room’을 ‘큰 방’ 혹은 ‘큰 

방이나 넓은 거실’로 번역하여 ‘넓고 텅 빈 방’을 의미하는 내용

이 왜곡되었으며, C에서는 ‘someone’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으로 원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0: When I am in a small office, interviewing or 

answering questions, I have difficulty following the 

conversation

A는 “조그만 사무실 안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하는 경

우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B는 “나는 작은 사무실 안에

서 면접을 보거나 질문에 대답할 때 대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

렵습니다.” C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 D와 E는 “작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에 답할 때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로 번역하였다. D와 

E는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되었고, B, D, E는 비교적 역동적 등가

성을 확보하였다. A는 ‘interviewing or answering questions’를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하는 경우’로 번역하였고, C는 ‘inter-

viewing’의 번역을 생략하였으며,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

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1: When I am in a theater watching a movie or 

play, and the people around me are whispering and 

rustling paper wrappers, I can still make out the dialogue

A는 “극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내도 영화 

대사를 잘 알아듣는다.” B는 “나는 극장에서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주변에서 속삭이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대사를 이

해할 수 있습니다.” C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주변 사

람들이 소곤거리거나 종이를 부스럭거려도 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D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활동을 할 때, 주변 사람

이 소곤거리고 신문지로 바스락거려도 나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 E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활동을 할 때, 주변 사

람이 소곤거리고 신문지로 바스락거려도 나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로 번역하였다. 모든 번역본에서 단어가 일치하지 못하

고 어구 일부가 삭제되어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B만이 역동적 등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 그 외의 번역본

에서는 원본과는 다른 듣기 환경으로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예를 들면 ‘in a theater watching a movie or play’를 A는 ‘극

장’, C는 ‘TV 드라마’로 번역하였고, ‘연극’이라는 ‘play’를 D와 E

는 ‘활동’으로 번역하여 문맥상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았고 원

본의 의미를 왜곡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

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2: When I am having a quiet conversation with a 

friend, I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A는 “친구 한 사람과 조용히 대화할 경우 잘 알아듣지 못한

다.” B는 “나는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듣기가 어렵

습니다.” C는 “친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눌 때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D와 E는 “친구와 조용한 대화를 나눌 때,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로 번역하였다. 간단한 문장이므로 모

든 번역본에서 비교적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

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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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함께 의사소통한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의미지만, 모

든 번역본에서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 ‘의사’로 번역하여 어

떠한 번역본도 원본의 의미를 재현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 및 역

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

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6: I can understand conversations even when 

several people are talking

A는 “여러 사람이 말할 때에도 대화를 이해한다.” B는 “나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대화들을 알아들

을 수 있습니다.” C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대화를 알

아들을 수 있다.” D와 E는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대화

를 이해할 수 있다.”로 번역하였다. A, D, E는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였고, A, B, C, D, E는 원본에서 의도했던 내용을 자연

스럽게 번역하여 역동적 등가성을 충족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7: The sounds of construction works are 

uncomfortably loud

A는 “공사장 소음은 너무 시끄럽다.” B는 “공사장 소음은 불

쾌하게 시끄럽습니다.” C는 “공사장의 소음이 불편할 정도로 크

다.” D와 E는 “건설 현장의 소리는 불쾌하도록 크다.”로 번역하

였다. D와 E는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였고, C, D, E는 자연스

럽게 내용을 전달하여 역동적 등가성을 충족하였다. A는 ‘un-

comfortably’를 ‘너무’로 왜곡된 번역을 하였으며, B는 ‘불쾌하

게’로 번역하였는데 이 표현은 ‘불쾌할 정도로’가 문맥상 자연스

러운 번역이므로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

려웠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

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8: It’s hard for me to understand what is being 

said at lectures or church services

A는 “강의나 교회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듣

는다.” B는 “나는 강의 또는 예배에서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렵

습니다.” C는 “강의실이나 교회에서 강의 또는 설교를 알아듣

기 어렵다.” D는 “강의나 교회 설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E는 

“강의 시간이나 교회에서 설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로 번역하

였다. 본 문항은 종교의 문화적 특성과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

이 달라 모든 번역본이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다. 왜냐하면 본 문항은 “강의나 교회 예배 시 강의 내용이

나 설교를 이해하기 어렵다.”가 비교적 문맥상 자연스러운 표현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표현은 여섯 가지 번역본 중

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

문항 13: The sounds of running water, such as a toilet or 

shower, are uncomfortably loud

A는 “욕실이나 변기의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B는 “샤워기 

또는 변기의 물을 내릴 때 나는 소리는 불쾌하게 시끄럽습니

다.” C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또는 샤워할 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불쾌할 정도로 시끄럽다.” D와 E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의 물소리는 불쾌할 만큼 크다.”로 번역하였다. 영어의 표현적 

특성이 한국어와 매우 다른 문장이어서 모든 번역본이 형식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C, D, E는 자연스럽게 원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역동적 등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는 ‘running water’라는 원본의 내용이 생략되었고 

B는 ‘샤워기 또는 변기의 물을 내릴 때 나는 소리’라는 표현으

로 원본의 ‘running water’가 ‘물이 흐르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원본 내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4: When a speaker is addressing a small group, 

and everyone is listening quietly, I have to strain to 

understand

A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차례로 소개할 때 주위가 조용

하더라도 긴장해야 알아듣는다.” B는 “누군가 작은 모임에서 

말을 하고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용을 알아

들으려면 애써야 합니다.” C는 “소모임에서 한 사람이 강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하는 동안, 강의를 알아듣기 

위해서 긴장해야 한다.” D와 E는 “누군가 작은 모임에서 연설

을 할 때, 모두가 조용히 경청하는 동안 나는 이해하려고 긴장

해야 한다.”로 번역하였다. 모든 번역본에서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A는 ‘when a speaker is address-

ing a small group’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차례로 소개할 때’

로 번역하였고, B와 C는 ‘everyone’을 ‘청중이’, ‘다른 사람들이’

로 각각 번역하여 원본의 의미가 재현되지 않았다. 또한 A, B, 

C, D, E에서 ‘addressing’을 ‘소개’, ‘말’, ‘강의’, ‘연설’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

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5: When I’m in a quiet conversation with my doctor 

in an examination room, it is hard to follow the conversation

A는 “의사 선생님과 진찰실에서 조용히 대화할 때 잘 알아듣

지 못한다.” B는 “나는 진찰실에서 담당 의사와 조용히 대화할 

때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C는 “진료실에서 의사와 나누는 

조용한 대화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D와 E는 “진찰실에서 의사

와 조용한 대화를 하는 동안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로 번

역하였다. 원본에서 의미하는 ‘my doctor’는 주치의라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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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19: I can communicate with others when we are in 

a crowd

A는 “혼잡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언어소통이 가능하다.” 

B는 “나는 군중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C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 D와 E는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로 번역하였다. 간단한 문장이므로 모든 번역본에서 어느 

정도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되었고, C는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

달되어 역동적 등가성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F는 본 문항

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20: The sound of a fire engine siren close by is so 

loud that I need to cover my ears

A는 “근처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귀를 막게 된다.” 

B는 “가까이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나면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아야 합니다.” C는 “사이렌 소리 또는 자동차 경적음 소

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아야 한다.” D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옆으로 지나가면 나는 귀를 막아야 한다.” E는 “소방차

가 옆으로 지나가면 사이렌 소리에 나는 귀를 막아야 한다.”로 

번역하였다. B는 문법과 단어상 일치를 보여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였다. 그 외의 번역본들은 원본의 단어를 삭제

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C는 ‘자동차 

경적음 소리’를 추가하였고, A, D, E는 ‘so loud’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지 않았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

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 

문항 21: I can follow the word of a sermon when 

listening to a religious service

A는 “교회나 절 혹은 다른 집회에서 설교(강의) 내용을 제대

로 이해한다.” B는 “나는 종교 의식에서 설교나 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C는 “성당이나 절, 교회에서 설교(강의)를 알아

들을 수 있다.” D와 E는 “종교 집회에서 설교자의 말을 따라갈 

수 있다.” F는 “예배, 강론 또는 설법 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

렵다.”로 번역하였다. 문화적으로 종교에 차이가 있어 모든 번역

본이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A와 C는 ‘religious service’를 ‘절, 교회, 성당’ 등 원본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였고 B는 ‘강의’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었으

며 D와 E에서는 ‘sermon’을 ‘설교자’로 번역하여 등가성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

문항 22: The sound of screeching tires is uncomfortably 

loud

A는 “차의 타이어 긁히는 소리는 너무 시끄럽다.” B는 “급정

거할 때 나는 타이어 소리는 불쾌하게 시끄럽습니다.” C는 “‘끽~’

하는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불쾌하게 들린다.” D와 E는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소리는 불쾌하게 들린다.”로 번역하였다. 

모든 번역본에서 ‘the sound of screeching tires’는 ‘브레이크 

밟을 때 나는 끽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를 적절히 형식적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

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B와 C는 ‘급정거할 때’, ‘‘끽~하는’이라

는 불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였으며, A, D, E는 ‘uncomfortably’

를 ‘너무’ 혹은 ‘불쾌하게’로 번역하여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

였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

히 결여되었다. 

문항 23: I have to ask people to repeat themselves in 

one-on-one conversation in a quiet room

A는 “조용한 방에서 다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 때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B는 “나는 조용한 방에서 일

대일로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C는 “조용한 방에서 1:1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되물

어야 한다.” D와 E는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할 때에 

나는 상대방이 말을 반복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F는 “조용한 

방에서 한 사람과 대화할 때 자주 되물어야 한다.”로 번역하였

다. B는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였으며, D, E는 의미 

전달 면에서 어느 정도 역동적 등가성을 가졌다. A는 ‘in one-

on-one conversation in a quiet room’을 ‘조용한 방에서 다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 때’, C는 ‘I have to ask people 

to repeat themselves’를 ‘상대방에게 되물어야 한다’로 번역을 

하여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F는 ‘자주’라는 원본에 없는 

단어를 첨가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생략하여 형식적 

및 역동적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문항 24: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others when an 

air conditioner or fan is on

A는 “선풍기나 에어콘을 켜 놓으면 대화하기가 곤란하다.” B

는 “나는 에어컨이나 환풍기가 켜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대

화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C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켜져 있

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D와 E는 “에어컨

이나 선풍기가 작동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

다.”로 번역하였다. 영어에서 ‘fan’은 ‘천장에 돌아가는 팬’, ‘선풍

기’, ‘환풍기’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번역본도 ‘선풍

기’나 ‘환풍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따라서 형식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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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은 어떠한 번역본도 충족될 수 없었으나, 역동적 등가성은 

C, D, E가 의미 전달 면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F는 본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지의 형식적 등가성이 완전히 결

여되었다. 

6개 번역본에 대한 등가성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모든 문

항에 등가성이 확보된 번역본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본들이 등가성이 확보되었을 경우는 2점, 어느 정도 등가

성이 확보되었을 경우는 1점, 등가성이 완전히 결여되었을 경우

는 0점을 주었다. 점수화하였을 때 6개 번역본 중 D와 E가 11점

으로 가장 형식적 등가성이 확보된 편에 속했으며 그 다음은 9

점을 확보한 B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동적 등가성은 B가 21점, D

와 E가 모두 20점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러나 만점이 48점

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번역본이든 절반의 등가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본별 통계적 검증 분석

번역된 설문지의 각 문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 과정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6개 번역

본 중 B와 F만이 Cronbach’s α를 통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

다. B의 항목별 Cronbach’s α 값은 EC는 0.86, AV는 0.85, RV

는 0.65, BN은 0.58로 0.7보다 낮은 항목이 두 개였으며, F의 항

목별 Cronbach’s α 값은 EC는 0.78, BN은 0.79, RV는 0.81, AV

는 0.75, LC는 0.79로 모두 0.7을 넘는 신뢰도를 보였다(Kim et 

al., 2016; Lim et al., 2017). 원본 APHAB의 항목별 Cronbach’s 

α 값은 EC는 0.79, RV는 0.78, BN은 0.80, AV는 0.82였다(Cox 

& Alexander, 1995). 번역본 B는 RV와 BN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번역본 F는 등가성은 결여되었으나 설

문지 그 자체는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당도 검증으로는 번역본 B와 F에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요인의 수는 B는 3개, F는 4개였고 제1요인은 B에서 EC, 

Table 4. Analysis of formal and dynamic equivalences of the Korean version of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Items
Formal equivalence Dynamic equivalence

A B C D E F A B C D E F
1 X X X X X X X X X ◯ ◯ X
2 X X △ ◯ ◯ X X X ◯ X X X
3 X ◯ X X X X ◯ ◯ X △ △ X
4 X X ◯ X X X X △ ◯ X X X
5 X ◯ X X X X X ◯ X X X X
6 X X X X X X X ◯ X ◯ ◯ X
7 △ X △ X X X △ X ◯ X X X
8 X X X ◯ ◯ X X X X ◯ ◯ X
9 X X X △ △ X X △ X △ △ X

10 X X X △ △ X X ◯ X △ △ X
11 X X X X X X X △ X X X X
12 △ △ △ △ △ X ◯ ◯ ◯ ◯ ◯ X
13 X X X X X X X X X △ △ X
14 X X X X X X X X X X X X
15 X X X X X X X X X X X X
16 ◯ X X △ △ X ◯ ◯ ◯ ◯ ◯ X
17 X X X ◯ ◯ X X X ◯ ◯ ◯ X
18 X X X X X X X X X X X X
19 △ △ △ △ △ X ◯ ◯ ◯ ◯ ◯ X
20 X ◯ X X X X X ◯ X X X X
21 X X X X X X X X X X X X
22 X X X X X X X X X X X X
23 X △ X X X X X ◯ X △ △ X
24 X X X X X X X X △ △ △ X
◯   1   3   1   3   3   0   4   9   7   7   7   0
△   3   3   4   5   5   0   1   3   1   6   6   0
X 20 18 19 16 16 24 19 12 16 11 11 24

Score   5   9   6 11 11   0   9 21 15 20 20   0
◯: existence of equivalence (score = 2), △: existence of relative equivalence (score = 1), X: nonexistence of equivalence (scor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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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RV 항목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

소통’, F에서는 BN, RV 항목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의사소

통이 어려운 상황’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B에서 AV 항목

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큰 소리에 대한 불쾌감’, F에서는 LC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총 4문항으로 ‘방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B에서 BN과 RV 항목의 총 6문항으로 ‘소음과 반향

음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F에서는 EC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총 

4문항으로 ‘쉬운 의사소통’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B에서 

제4요인은 AV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총 4문항으로 ‘크고 날카로

운 음’으로 명명하였다(Kim et al., 2016; Lim et al., 2017).

CONCLUSIONS

본 연구는 Cox & Alexander(1995)의 APHAB을 국내에서 

번역하여 사용 중인 6개 번역본들에 대하여 등가성 확보 여부

와 통계적 검증을 확인하고 번역본으로서 활용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6개의 모든 번역본은 형식적 및 역

동적 등가성이 절반 이하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

적으로 검증된 번역본도 두 개뿐이어서 APHAB 원본을 재현

하여 번역본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번

역본 F는 원본 APHAB의 24개 문항 중 18개 문항을 삭제하고 

6개 문항을 국내 정서를 고려하여 재구성한 뒤 1개의 방향성

(LC) 항목을 추가하고 14개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총 20

문항으로 APHAB과는 총 문항 수에도 차이가 있다(Kim et 

al., 2016). 따라서 원본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 APHAB의 

번역본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차라리 APHAB을 참조한 새로운 

설문지 개발로 저자가 재정리하여 설문지 제목도 K-PHAB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개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KS 

문서에 APHAB의 국내본의 대표로 K-PHAB으로 명명되어 소

개된 내역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번역본별 문항 분석

에서 문항 1, 3, 4, 6, 11, 18, 20은 6개 번역본 모두 각기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과 번역본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문화와 정서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형식적 및 문화적 등가성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토한 APHAB뿐 아니라 다른 설문

지에서도 번역본의 한계점을 보였다. 보청기 착용 시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지인 SADL 번역본(Kim et al., 2018)은 원 논문

과 비교할 때 4개 항목 중 ‘개인적 이미지’ 항목의 평균 점수가 

매우 낮았다. 이는 보청기 착용에 대한 국내의 정서는 외국보다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번역된 문항들 중 해석이 불

명확한 경우도 존재했다(Lee et al., 2004). 또한 난청에 대한 태

도를 평가하는 ALHQ (Jo et al., 2011)는 5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에서만 0.6 이상의 Cronbach’s α 값을 보여 신뢰도 있는 

설문지로 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번역 과정에서 심리적 부분에 

대한 번역이 어려웠던 점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설문지를 국내에서 번역하여 사용할 때 언어 간 구조

가 달라 원본에서는 인칭이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만 번역

본에서는 생략되어 원본의 내용을 제대로 표현 못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종교나 관습의 차이로 번역의 한계가 나타난다. 이

러한 요소는 설문 응답 시 방해 요인이 되어 결과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여러 분야에서 국내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고 

한국어 특성이 반영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치

료학에서는 국내 개발본을 이용한 평가 및 설문지가 널리 사용

되고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능력을 측정

하는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2000)과 영유아의 언어 발달 정도를 검사하는 sequenced lan-

guage scale for infants (Kim, 2002) 등은 한국어로 개발되어 

한국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청각학도 

의사소통 영역을 다루는 학문 중 하나로 언어치료학과 같이 문

화 정서적 차이로 번역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 분

야에서도 문화적 특성과 정서적 내용을 질문하는 설문지를 한

국어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Korean middle school science (Jeon, 2014)는 

정서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므로 Pekrun et al.(2011)이 

개발한 achievement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바탕으

로 한국 학생들만 경험하는 고유한 학습 정서와 과학 영역에 

대한 한국 중학생의 성취 정서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의학 분야에서는 비만과 관련한 삶의 질을 평가하

는 설문지인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scale (Park et al., 2003)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국인과 서구인의 비만 정도와 양상이 달라 신체적 차이를 고려

하여 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 (Kolotkin et al., 

1997)와 impact of weight on quality of life-lite (Kolotkin et 

al., 2001) 등 외국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국내 정서에 맞는 설문

지로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설문 문항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기 힘들다.’와 같이 한국인의 문화를 반영하는 특이적 문

항을 포함하여 한국 비만 환자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정서 및 문화적 차이는 번역본이 원본의 내용

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다양한 학문에서 한국어 설문

지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의사소통과 장애로 인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청각학 관련 한국어 설문지는 부족하고 개발되

어도 잘 사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설문 목적이 보청

기 수행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의사소통능력과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불편 정도를 측정하므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번역

본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임상에서 설문 시 목적이 

다른 여러 개의 번역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응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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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오래 걸려 대상자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불편을 초래하기

도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설문 목적이 통합되고 난청인의 

보청기 수행능력, 의사소통 전략,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 한국어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어 설문

지의 개발로 난청인의 현 상황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보청기 및 

기타 증폭기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이 내용이 재활과 상담

에 반영되어 난청인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APHAB·등가성·설문지·신뢰도·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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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s Items Translate from Starkey 

Items Contents

1 사람이 붐비는 채소 가게에서 계산 점원과 말할 때 대화를 따라갈 수 있다.

2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정보를 놓친다.

3 가스 검출기나 화재 경보기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소리가 편하게 들리지 않는다.

4 집에서 가족 중 한 사람과 있을 때 대화에 어려움을 느낀다.

5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대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6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 청취 중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뉴스를 청취하기가 어렵다.

7 여러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데 대화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8 교통 소음이 너무 크다.

9 커다란 빈 방을 가로질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말을 이해한다.

10 작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에 답할 때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11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활동을 할 때, 주변 사람이 소곤거리고 신문지로 바스락거려도 나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

12 친구와 조용한 대화를 나눌 때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13 화장실이나 샤워실의 물소리는 불쾌할 만큼 크다.

14 누군가 작은 모임에서 연설을 할 때, 모두가 조용히 경청하는 동안 나는 이해하려고 긴장해야 한다.

15 진찰실에서 의사와 조용한 대화를 하는 동안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16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17 건설 현장의 소리는 불쾌하도록 크다.

18 강의 시간이나 교회에서 설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19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20 소방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사이렌 소리에 나는 귀를 막아야 한다.

21 종교 집회에서 설교자의 말을 따라갈 수 있다.

22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소리는 불쾌하게 들린다.

23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할 때에 나는 상대방이 말을 반복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4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작동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