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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cial support in both elderly who wear hearing aids and elderly 
who do not report any hearing los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48 seniors age 65 or older 
who wore hearing aids and 48 seniors who did not wear hearing aids. A Lubben social network 
scales survey was conducted. The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Puretone Audiometry, and Word Recognition Score tests were carried out on the elderly who 
were wearing hearing aids. Results: A statistical analysis represented that the total social support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Of all the social support factors, 
social network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groups (p < 0.05), but social suppor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degree of hearing lo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found for the social support 
of older adults’ wearing hearing aids and satisfaction with hearing overall, and the level of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users hearing aid users have a smaller 
social network than those who do not wear hearing aids. However,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n independent factor regarding satisfaction with hearing aid use and the degree of hearing. As a 
follow-up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proceed to study the diversity of the background factors for 
those elderly who do have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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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어떤 사람을 둘러싼 중요한 타

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형태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

한다(Dean & Lin, 1977; Sung et al., 2016). 사회적 지지는 사

회관계 속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에서 나타나는 관계와 행동, 자

원, 평가 등을 포괄하며 사회관계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는 개인

의 정서, 정신 상태를 보호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사회 환경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끊임없는 상

호관계 속에서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네트워크에서 얻는 

금전적, 신체적, 정서적 자원을 의미하며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대안 방안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Dean & Lin, 1977).

노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 가지는 문제와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심

리적으로 소외를 느끼고 사회와 고립되기 쉽다(Nam et al., 

2000).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상황, 가족과 친구 관계와 노화로 인

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노년층의 삶에 사회적 지지는 큰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의 경우 삶의 질이 

높다는 선행 연구(Hong, 2015; House, 1981; Kim, 2011)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요인이며,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뜻한다(Park & Ra, 2008).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가족 간 네트워크(family networks)이다. 가족 구성원들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봐 주고, 가치감을 갖

도록 해주는 것을 가족 간 네트워크라고 하며(Hymovich,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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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는 중요한 지지이며 노인의 삶

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인에게 가족 간의 강한 유

대관계는 가장 중요한 지지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면 우울을 

저하시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Kim et al., 

2015; Lee & Kim, 2017), 노인과 자녀 간의 애정, 의사소통 등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Kwon 

& Cho, 2000). 또한, 독거노인의 심리적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가

족과 동거하는 노인보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보이고 

타인과의 상호관계도 제한적이다(Won & Kim, 2008).

둘째는 친구 간 네트워크(friends network)이다. 가족뿐만 아

니라 친구, 이웃도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들이다. 친구 간 네트워

크에서는 개인에게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작

용을 통해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멀리 사는 

자녀나 친인척과 달리 쉽게 교류가 가능하며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이동이 힘든 노인에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Bae, 2004; Nocon 

& Pearson, 200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친구 간 네트워크가 넓

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으며(Kwon & Cho, 2000), 친구

의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o, 2007).

마지막으로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interdependent social 

supports)이다.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는 기존 알고 지내던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

고 받는지에 대한 것이며, 상호작용을 강조한 사회적 지지를 뜻

한다(House, 1981).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타인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

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별 경험을 많이 인식함에 따른 부

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Lee et al., 2018), 이러

한 결과는 노인의 삶에서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난

청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인성 난청(age-

related hearing loss, presbycusis)은 노인의 질환 중 관절염 

다음으로 흔한 질병(Huang & Tang, 2010)으로 난청 환자 중 

8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출현율이 4배 이상 높으며(Davis, 1990), 연령이 증가하

면서 난청의 유병률은 높아진다(Cruickshanks et al., 2010). 

난청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인

과의 접촉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 난청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초대를 거절

하게 되고, 외부의 방문, 예를 들어 교회, 영화관 등의 방문도 줄

어들게 된다(Arlinger, 2003). 난청은 치매 유병을 높이고(Lin 

et al., 2011), 어지럼증과 이명까지 동반되어 불안과 우울을 발

생시켜 사회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여(Carlsson 

et al., 2011) 사회적 역할 실패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한다

(Monzani et al., 2008).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사회 연결

망의 부재로 이어져 고독감을 발생시킨다(Weiss, 1975). 따라

서 청력 저하는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부

정적 대인관계, 우울증을 겪게 하는(Mener et al., 2013) 요인

이 될 수 있다. 난청을 보완하기 위한 보청기와 같은 보장구의 착

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Mondelli & Souza, 2012)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 일반인보다는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난청 노인의 사회적 지

지도를 밝히고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난청 노인과 비난청 

노인의 사회적 지지도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난청 

노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사회적 지지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난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매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65세 이상(평균 75.96 ± 8.00세)의 노인 48명(남

자 22명, 여자 26명)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65세 이상(평균 

75.21 ± 5.41세)의 노인 48명(남자 13명, 여자 35명)으로 총 96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청기 착용자 중 한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은 34명, 양 귀에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은 14명이다.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보청기를 착용하

는 65세 노인의 좋은 쪽 귀의 청각 순음 평균 역치(pure-tone 

average, PTA)는 6분법으로 계산하여 52.77 ± 12.94 dB HL,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검사 결과는 74.04 

± 22.52점이었다. 좋은 쪽 귀의 청각 순음 평균 역치를 알아본 

이유는 양이 청취 시 좋은 쪽 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좋은 쪽 귀의 역치만 보고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에서 얼마나 듣기능력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단어인지도검사

를 실시하였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청기 

착용 기간은 평균 28.29 ± 31.6개월이었다.

연구 절차

설문지 

Lubben Social Network Scales (LSNS)

Lubben (Lubben, 1988)은 노인 연령층에 적합하도록 L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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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였다. LSNS 설문지에서는 사회적 지지도를 가족과

의 네트워크(family networks), 친구 간 네트워크(friends 

networks),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interdependent social 

supports)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Lee et 

al.(2009)은 한국판 LSNS를 개발하였다. 한국판 LSNS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가족 네트워크와 친구 간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

트워크로 결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지

지 두 가지 요인으로 보았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인 가족과 친구와의 만남의 횟수와 친밀감을 느끼

는 정도를 알아보는 측면 6문항(문항 1-6), 두 번째 상호의존적

인 사회적 지지로 사회망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그리

고 신체적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알아보는 측면 4문항(문항 

7-10)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이

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순차적으로 0, 1, 2, 3, 4, 5점을 

주었다. 7번 문항과 9-a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순으로 점수

를 주었으며 9번의 경우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주었다. 10번 

문항은 ‘배우자와 함께 산다’ 4점,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친구와 산다’를 3점, ‘친구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

과 함께 산다’를 2점, ‘혼자 산다’를 1점으로 계산하였다. 한국어 

LSNS 검사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경우, 국제 표준 보청기 효과 지수

를 측정하는 K-IOI HA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하였

다(Kim et al., 2018). K-IOI-HA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각

각의 항목은 보청기 착용 후 일상생활에서 보청기 사용시간

(daily use), 이익(benefit), 보청기 사용에 따른 활동(residual 

activity), 만족도(satisfaction), 남아있는 활동 제한(residual 

participation restrictions), 타인에 끼치는 영향(impact on 

others),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 항목은 

5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가장 나쁜 결과

를 의미하는 보기를 가장 좌측에 배치하여 1점으로 점수화하고,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긍정적인 의미의 보기를 설정하고 1점씩 

더하여 가장 우측의 보기 항목은 5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각 

질문 항목의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 총점은 최소 5점부터 최

대 35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설문지 작성 방법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경우, LSNS와 K-IOI-HA 설문을 위

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시력 저하로 

인하여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여를 거부하거나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심하여 설문지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하였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LSNS 설문을 위해 비대

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도 조사’라는 제목으

로 온라인 설문지와 서면 설문지를 만들어 대상자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핸드폰 조작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 대상이 직접 설문할 수 있도록 설문

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여 어느 상황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노인들이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심하여 설문지에 대답

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sion 25.0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

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차이

를 분석하였다. 정규성 분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모수 검

정 중 Mann 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으며, LSNS와 청력과

의 관계, LSNS와 K-IOI-HA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만 등

위상관계수(Spearman rank order)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과 착용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보청기 착용 노인의 청력 정도와 보청기 효

과 지수가 사회적 지지와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 및 기

본 청력검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보청기 착용 노인과 정상 청

력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문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와 사회적 지지를 나누어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보청기 착

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청력과의 관계, 보청기 착용 노인의 사

회적 지지와 보청기 효과 지수의 관계를 따로 분석하였다.

보청기 착용 노인과 미착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과 착용하지 않은 노인의 한국판 LSNS

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였다. 각 그룹의 결과 보청기

를 착용한 노인의 경우, 가족과 친구 간의 만남의 횟수와 친밀

감을 느끼는 가족과 친구의 수로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social 

network)는 14 ± 5.63, 사회망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정서

적 신체적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social supports)는 9 ± 3.26

으로 LSNS총점은 23 ± 7.87로 나타났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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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는 9 ± 2.63으로 LSNS 총

점은 27±6.46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 LSNS의 총점과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를 나누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Mann-Whitney 검정 결과, 사회적 지지

의 총합은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57). 사

회적 지지 요인 중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경우 

(p < 0.05)로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s)를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1).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청력 관계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 총점과 좋은 귀 PTA 비

교를 위하여 Spearman 검정 계산 결과, 사회적 지지와 청력 간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노인의 청력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02).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보청기 만족도와의 관계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보청기 만족도 결과는 평균 25.02 ± 

5.161로 나타났다.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보청

기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검정 계산 결

과, 두 관계는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청기 만

족도와 사회적 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640).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청

력 그리고 보청기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 노인의 경우 노인 문제와 장애 문제라는 이중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

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Mendes de Leon et al., 2014; Seo & 

Lee, 2014).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는 LSNS 설문지를 통해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과 착용하

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 LSNS 총점과 사회

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정서적, 신체적 도움을 주고받

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

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가족과 친구의 수,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남의 정도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대해서는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

은 노인의 친구,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질적 차이는 없었지만 네

트워크의 넓이와 같은 양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력 저하가 의사소통 실패의 경험과 차별의 감

정을 유도하여 사회활동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고(Tseng et al., 

2018), 사회로부터 관계적 고립과 소외감을 초래하여 청력 저하 

노인에게 우울(Kim et al., 2016; Lee & Ha, 2019) 등의 심리

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정상 청력의 노인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청력 상실로 인해 언어를 통한 대화 과

정이 방해됨으로써 의미 있는 의사소통과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제한된다(Agrawal et al., 2008; Olusanya et al., 2006)는 선

행 논문과 동일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보청기 착용 노인만을 대상으로 청력과 사회적 지지

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청기를 착용

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청력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청력이 좋지 않다고 하여 사회적 지지도가 나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이다. 청력이 좋지 않을수록 의사소

통 능력은 좋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

지에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가설을 세웠으나 연구의 결

과는 본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Sung et al.(2016)의 연구

에서는 50~94세의 145명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나

이가 어릴수록 청력손실이 클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우울 증상, 삶의 질, 의사소통의 문

제, 감정적 웰빙, 정신건강, 36-Item Medical Outcome Study 

Short-Form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외로움과 사

회적 관계 정도와 지지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

접적으로 외로움과의 관계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청력손실이 

클수록 앞에 제시한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Figure 1. Scores of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total in the 
elderly wearing hearing aids and elderly with normal hearing. Bar 
means error bar. *p < 0.05. LSNS: Lubben social network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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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이 사회적 관계와 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청력손실의 

정도와 사회적 지지도와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Mick 

et al.(2014)의 종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력이 손실된 노인 

집단에서 청력은 사회 고립도(social isolation score)에 중간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 청력손실이 있는 노인은 사회적인 고립이 

증가하고 삶의 질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청력의 정

도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는 60~69세 여성의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별, 성별

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아 선행 연구와 일치 여부를 정확히 비

교할 수는 없었지만 한 그룹의 경우만이 청력의 손실 정도와 사

회적 고립도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성격, 나이, 성별 

그리고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Glass et al., 

1997) 청력의 손실 정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보청기의 만족도가 높아질수

록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도 또한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청기의 사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는 집단에서 사회 네

트워크가 좁아지지만 이는 보청기 사용의 만족도와 청력의 정도

와는 관계는 독립적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

설을 증명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전체 

청력손실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은 사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각재활을 적극적으로 받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는 정상 청력 노인들과 유의하게 차이가 난 결과는 청각재활 이

후 좀 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

적 네트워크의 증가와 인지활동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Marioni et al., 2015).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적극

적 참여 유도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참여 대상자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배경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큰 제한점이

다. 후속 연구로 난청 노인의 배경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극적 청각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난청노인이 보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

도록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사회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노인, 청력손실,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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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한국어판 Lubben social network scales (LSNS) 설문지

1.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편지 통화를 하는 친인척(가족포함)이 몇 명이나 됩니까?

□ 0명   □ 1명   □ 2명   □ 3~4명   □ 5~8명   □ 9명 이상

2. 당신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분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얼마나 자주 전화 통화를 하십니까?

□ 한 달에 1회 미만   □ 한 달에 1번   □ 한 달에 2~3번   □ 매주   □ 1주일에 2~3회   □ 거의 매일

3.   편하게 느껴지고 사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명입니까?

□ 0명   □ 1명   □ 2명   □ 3~4명   □ 5~8명   □ 9명 이상

4. 편하게 느껴지고 사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쯤 됩니까?

□ 0명   □ 1명   □ 2명   □ 3~4명   □ 5~8명   □ 9명 이상

5. 위와 같은 친구들 중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 0명   □ 1명   □ 2명   □ 3~4명   □ 5~8명   □ 9명 이상

6.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십니까?

□ 한 달에 1회 미만   □ 한 달에 1번   □ 한 달에 2~3번   □ 1주일에 2~3회   □ 거의 매일

7.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입니까?

□ 항상   □ 매우 자주   □ 종종   □ 가끔   □ 드물게   □ 전혀 없다

8.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논을 합니까?

□ 항상   □ 매우 자주   □ 종종   □ 가끔   □ 드물게   □ 전혀 안 한다

9. 주변 사람들 중 장보기, 음식 장만하기, 밥 짓기, 집안 수리, 집 청소, 아기 돌보기 같은 일을 할 때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 10번 문항으로

□ 아니오 → 9-b번 문항으로

9-b. 당신은 장보기, 서류작성, 집안수리, 아기 돌보기 등 과 같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 항상   □ 매우 자주   □ 종종   □ 가끔   □ 드물게   □ 전혀   □ 돕지 않는다

10. 혼자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십니까?

□ 배우자와 함께 산다   □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친구와 함께 산다 

□ 친구나 친척이 아닌 사람(예: 가정부 등)과 함께 산다   □ 혼자 산다

□ APPENDI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