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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and rehabilitate the hearing impaired, we need to evaluate speech perception abilities in various listening 
situations and estimate the effects of hearing loss in regard to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The scale for the hearing handicap 
can provide such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KESHH). The KESHH consisted of 30 items with 5 subscales. Data were collected from 12 
hearing aid users (male: 7 people, female: 5 people). The average age was 54.3 years old (male: 52.7 years old, female: 56.7 years 
old). The pure tone average of 0.1, 1, 2, 4 kHz was 64.8 dB HL (SD=20.69) in the right ear, and 69.27 dB HL (SD=31.99) in the 
left ear. All participants completed KESHH questionnaires. The reliability of the KESHH was analyzed by utilizing the Cronbach 
alpha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rogative questions of the items need to be modified into declarative 
forms. Second, a questionnaire for Type-1 for hearing aid users (HA) and Type-2 for non hearing aid users (NHA) must be separated 
and need modification in each item. Third, items with low reliability need to be complemented. Fourth, a mode of response should 
be rearranged appropriately. Conclusively, it is suggested that other variable factors be analyz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tems 
in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KESHH. 
 
KEY WORDS： Hearing handicap·Hearing impairment·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KESHH). 

 
 

INTRODUCTION 
 

주관적 청력검사와 객관적 청력검사는 청각손실이나 언

어 청취의 어려움 등의 정도를 검사 할 수는 있지만, 청력

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청각장애평가지수(hearing handicap)를 평가하기에는 다

소 적합하지 못하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청각장애평가지수와 보청기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 형태의 도구들이 다양한 청

각장애의 영역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로 개발되어 청각관련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

내에서도 정확한 청각장애평가와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설문지 형태의 청

각장애평가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이는 청각장애에 대한 연구 분야와 임상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의 시안작성을 위하여 검토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평가도구는 6

개의 척도에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Brooks의 ALHQ (at-
ti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1989),3) 

5개의 척도에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Saunders & Cien-
kowski의 ALHQ(1996),8) 5개의 척도에 22개의 문항(5

개 문항은 보청기 착용자와 미착용자로 구분)으로 재분류

된 Saunders 등의 ALHQ(2005),9) 2개의 척도에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Ventry & Weinstein의 HHIE (the hear-
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1982)10)와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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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김진숙의 KHHIE (the korean hearing handicap in-
ventory for the elderly, 2000),1) 5개의 척도에 2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된 Cox & Alexander의 APHAB (the abbre-
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 1995),4) 4개의 척도

에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Cox & Alexander의 SALD 

(satisfaction with amplification in daily life, 1999),5) 2개

의 척도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Cox 등의 IOI-HA (in-
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2002)6)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 혹은 난청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인지하는 청각장애의 영향에 대해 

포괄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주관적·객관적 

청력검사도구로 평가할 수 없는 청각장애가 실질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첫 번째 단계인 한국형청

각장애평가지수 시안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2009년 1~2월 사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

에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성인으로 평균연령 57.3세

(남자: 52.7세, 여자: 56.7세)인 12명(남자: 7명, 여자: 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작성을 위하여 ALHQ, HH-
IE, KHHIE, APHAB, SALD, IOI-HA 등의 설문 척도를 검

토하고 특별히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첫째, 국외와 국

내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의 이론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하여 30개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둘째, 작성된 문항에 

대한 청각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하여 반복적이고 유사한 의

미를 갖는 문항들은 제거 혹은 수정보완 하였다. 셋째, 이

론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최종 5개의 척도를 결정하고 척도

별 해당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문항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스타키 강남센터에 방문하는 

난청자들을 통하여 1차 문항에 충분한 이해가 어려운 문항

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5개의 척도에 30개의 문항으로 

시안을 작성하였다.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은 5개의 척도에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각 척도와 해당하는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척도는 사회·정서적 영향-6개 문항 

1) 난청 때문에 전화걸기(통화하기)가 불편하십니까? 

2) 난청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집에 누가 오면 

싫으십니까? 

3) 친척, 친구 혹은 이웃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십니까? 

4) 사회적모임(동창회, 계모임,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5) 난청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까? 

6) 병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상담내용을 알아듣기

가 어렵습니까? 

 

제2척도는 청력 손실의 영향-7개 문항 

1) 모임이나 잔치(결혼식, 회갑연, 돌 등)에서 여러 사람

들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까? 

2) 난청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바보같이 느껴집니까? 

3) 다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거나 대화할 때 듣

기가 어렵습니까? 

4)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5) 식당에서 대화할 때 어렵습니까? 

6) 대형장소(강당,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강의, 설교, 

강론, 설법 등을 들을 때 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까? 

7) 대형장소(강당,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일대일로 

대화할 때 듣기가 어렵습니까? 

 

제3척도는 난청에 대한 부정적 대처-5개 문항 

1)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엉뚱한 말로 실수를 할까봐 

말하기가 두렵습니까? 

2) 난청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느끼십니까? 

3) 다른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말

만 하십니까? 

4) 난청이 있어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생활하십니까? 

5) 본인이 난청이 있음을 남에게 알리기 싫습니까? 

 

제4척도는 난청에 대한 주변사람의 이해도-5개 문항 

1) 난청 때문에 가족이 화를 내거나 다툰 적이 있습니까? 

2)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긴장되십니까? 

3)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너무 크게 들어서 주

변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4) 가족과 친지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잘 듣지 못해서 힘

들어합니까? 

5) 가족과 친지들이 당신의 난청에 대하여 잘 이해 해줍

니까? 

 

제5척도는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7개 문항 

1) 보청기를 착용한 후 주변소리(물 내리는 소리, 열쇠꾸

러미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등)가 커서 불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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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를 착용하면 더 늙어 보인다고 느끼십니까? 

3)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렵습

니까? 

4) 난청 때문에 보청기착용이 필요하십니까? 

5) 보청기 착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기분

이 나쁩니까? 

6) 보청기를 착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 취급

합니까? 

7) 보청기 착용이 불만족스럽습니까? 

 

RESULTS 
 

연구 대상자의 오른쪽의 평균순음역치(pure tone average, 

PTA=0.5, 1, 2, 4 kHz의 평균청력)는 64.80 dB HL (SD= 

20.69), 왼쪽 PTA는 69.27 dB HL (SD=31.39)로 나타

났다. 

<Table 1>은 각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점수와 최소, 최

대, 평균, 표준편차(SD)에 대한 결과이다. 30개의 문항에서 

5점 척도에 대한 최대점수는 150점이며, 설문조사결과 최소

점수는 63점, 최대점수는 107점, 그리고 평균점수는 91점

(표준편차 13.68점)으로 나타났다. 

상기에 언급한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 설문지에 

대하여 5개의 척도에 30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Ta-
ble 2>는 5개의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를 Cronbach alpha

로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정서적인 영향에 대한 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774로 척도 

내 세부항목별 Cronbach alpha는 0.689에서 0.777로 나

타났다. 청력손실의 영향에 대한 척도의 7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810으로 척

도 내 세부항목별 Cronbach alpha는 0.716에서 0.894로 

나타났다. 또한 난청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에 대한 척도에

서는 1개의 역 문항을 가진 5개 문항으로 전체 척도의 Cron-
bach alpha는 0.242로 척도 내 세부항목별 Cronbach al-
pha는 -0.242a에서 0.454로 나타내고 있으며, 난청에 대

한 주변사람의 낮은 이해도에 대한 척도에서는 1개의 역 문

항을 가진 5개의 문항으로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749로 척도 내 세부항목별 Cronbach alpha는 0.642에

서 0.77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

인 견해에 대한 척도에서는 1개의 역 문항을 가진 7개의 문

항으로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519로 척도 내 세

부항목별 Cronbach alpha는 0.257에서 0.625로 나타냈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지하는 장애의 정

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청각장애지수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이다. 연구결과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에 대

Table 1. 대상자별 설문점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N=12) 

대상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최소 최대 평균 SD 
설문점수 95 103 71 105 87 96 107 63 92 80 101 92 63 107 91 13.68 

 

Table 2.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 설문지의 척도별 세부항목
에 대한 신뢰도 (N=12) 

척도 구분  세부항목 Cronbach 
alpha  

사회·정서적 영향 1 A1 .777 
 4 A4 .689 
 6 A6 .710 
 2A11 .718 
 3A14 .767 
 5A24 .769 
 척도 Cronbach alpha .774 
청력손실의 영향 1 B2 .716 
 6 B7 .748 
 5B12 .804 
 2B15 .894 
 3B20 .726 
 4B25  .762 
 7B28 .790 
 척도 Cronbach alpha .810 
난청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 1 C3 -.242a 
 4C13 (역문항) .083 
 3C16 .454 
 5C21 .294 
 2C26 .267 
 척도 Cronbach alpha .242 
난청에 대한 주변사람의 
 낮은 이해도 

2D 9 
 

.718 
 

 4D17 .642 
 1D19 .665 
 5D22 (역문항) .777 
 3D29 .684 
 척도 Cronbach alpha .749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1E 5 
 

.625 
 

 3E 8 .406 
 2E10 .257 
 6E18 .438 
 5E23 .541 
 4E27 (역문항) .499 
 7E30 .500 
 척도 Cronbach alpha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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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수는 최소 63점에서 최대 107점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청력이 오른쪽 64.80 dB HL과 왼쪽 69.27 

dB HL로 최소 0점에서 최대 150점의 설문에 대한 점수를 

고려한다면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평가에 다양한 점수결

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30개의 문항 5개의 

척도에 대한 설문지의 척도 내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

시한 결과에서는 사회·정서적인 영향에 대한 척도의 Cron-
bach alpha는 0.774, 청력손실의 영향에 대한 척도의 Cron-
bach alpha는 0.810, 난청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에 대한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242, 난청에 대한 주변사람의 

낮은 이해도에 대한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749 그리

고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척도의 Cronbach 

alpha는 0.519로 난청의 부정적인 대처와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척도에서는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는 조병해2)의 ALHQ의 번역본에 대한 신뢰보다는 전체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ox & Alexander4)의 APHAB, 

그리고 Kramer 등7)의 IOI-HA연구와는 2개의 척도를 제

외하고는 비슷한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 시안 설문지에 대

한 신뢰도분석을 위해 사용한 척도내 신뢰도 분석을 토대

로 4개의 역 문항이 포함된 5개의 척도에 30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지인 현재의 도구는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HHIE는 의문문으로 설

문지가 작성되었지만, 최근에 사용되어진 설문지(APHAB, 

ALHQ, IOI-HA, SALD)의 작성이 대부분 평서문을 사용

한 것을 고려하여 의문문 형태의 설문내용을 평서문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현재 

보청기 착용자에 대하여 평가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었지만, 

난청인 가운데 보청기 미착용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문

으로는 부적절하여 Type-1은 보청기 착용자(hearing aid, 

HA)와 Type-2는 보청기 미착용자(non hearing aid, N-
HA)를 구분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따라

서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 

대하여 새롭게 추가한 Type-2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질문

에서‘만약 보청기를 착용한다면’이라는 내용을 질문 앞에 

추가하여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평가하는 설문으

로 작성하였다.  

셋째, 설문내용 중에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문항 중심으

로 다음의 5개의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 하도록 한다. (1)난

청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 척도에서 1)‘난청 때문에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를 역 문항으로 

‘난청 때문에 가족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

고 수정한다. (2)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척도

에서 2)‘보청기를 착용한 후 주변소리(물 내리는 소리, 열

쇠꾸러미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등)가 커서 불편하십니

까?’를‘보청기를 착용한 후 주변소리(물 내리는 소리, 열

쇠꾸러미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등)가 말소리보다 커서 

불편하다.’로, 3)‘보청기 착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

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를‘보청기 착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로, 4)‘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너무 크게 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를‘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너무 크게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불평한 적이 있다.’로 5)

‘보청기 착용이 불만족스럽습니까?’를‘보청기를 착용하여

도 별로 효과가 없다.’로 수정 보완한다. 넷째, 5단계의 검

사 답안에 대한 내용 중에 3점 답안 내용인‘보통이다’를

‘그저 그렇다’로 4점 답안 내용인‘그렇다’를‘조금 그렇

다’로 수정 보완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최종문항을 결

정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를 구분하여 한

국형 청각장애평가지수의 개발과 표준화 진행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청각장애·청각장애지수·청각장애평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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