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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stening performance of 120 school-aged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and normal 
intelligence status through the Children’s Auditory Processing Performance Scale (CHAPPS) and to prove the effectiveness and to 
carry out a feasibility study on the use of CHAPPS in Korea. The data obtained indicated that the listening performance or average 
CHAPPS score of these children were in normal range. And the results also provide evidence that children have apparent difficulties 
in the noisy listening situation indicating even normal children also show some degree of difficulty of listening and processing of 
speech sound in noisy situation.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eans for some of the subsections, especially in 
the noisy situation. Among 120 children, 13 (10.8%) were included in the At-Risk Range. As this result was 2 to 3 times of real CA-
PD incidence, we have to perform other behavioral tests at the same time to avoid over referral. There were no significant score dif-
ferences between school grade and gender, indicating that CHAPPS questionnaire can be used as a reliable CAPD screening tool for 
all school-aged children regardless the grade or gender differences. 
 
KEY WORDS：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Children’s Auditory Processing Performance Scale (CHAPPS)· 

Listening performance·Screening questionnaire. 

 

 

INTRODUCTION 
  

중추청각처리장애(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CAPD)는 말초청각장애나 지적장애 등에 기인되지 않는 중

추청각신경계의 기질적 혹은 기능적 문제로 인한 청각정보

의 지각적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1)2) 청각

정보처리 기능들은 청각 변별, 청각 연상, 청각 종결, 청각 

기억, 청각의 순차성, 청각방향성 인지 및 청각 특성 인지

를 의미하며, 이런 기능들의 결함으로 인해 소음환경에서 

청각처리의 어려움, 복잡한 구어 지시 수행의 어려움, 구어 

정보 기억의 어려움, 읽기 및 쓰기의 어려움과 주변자극에 

대해 쉽게 산만해지는 것 등의 행동특성을 보인다.2)17)18) 또

한 CAPD는 주장애로 단독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언어장애, 읽기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등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8)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CAPD의 출현율은 학령기 아동의 경우 대략 2~5%이며, 

남녀 비율은 2대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11)23) CA-
PD는 듣기, 언어 이해 및 발달, 학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판별하여 적절한 재활을 제공함에 따

라 장애에 따르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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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CAPD를 

선별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거의 부재한 상

태여서 CAPD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 대한 정

확한 출현율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아동들이 주로 다른 관련 장애로 분류되어 적절한 재활 및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시간적 낭비, 경제적 손실 및 

치료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1) 이에 다양한 선별 및 진

단도구들의 시급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CAPD에 대한 진단에 선행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는데 

적절한 선별검사는 중추청각처리 문제를 가진 아동을 선별

하고, 다른 관련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과잉 의뢰를 방

지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며, 아동의 불

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9) 일반적으로 CAPD 선별은 CAPD 청각행동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위해 다양한 질문지나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거나,6)13)16)22)28)31) 청각적 기능 검사를 실

시한다.3)19)20) 

아동청각처리능력척도(Children’s Auditory Processing 

Performance Scale, CHAPPS)는28) 영어권에서 CAPD 선

별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질문지 중 하나이다.8) CHA-
PPS는 6가지 청취조건, 즉 소음환경(noise), 조용한 환경

(quiet), 이상적 환경(ideal), 복합정보입력(multiple inputs), 

청각기억/순서화(auditory memory/sequencing) 및 청각

집중기간(auditory attention span)에 관한 총 36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7~13세 이상 아동들의 듣기행동특성을 측

정한다. 검사 방법은 교사나 부모가 해당 아동이 다양한 청

취조건 하에서 또래아동 그룹과 비교해 청각수행능력을 평

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더 

잘 듣는 경우 +1점부터 전혀 못 듣는 경우 -5점까지 7점 

척도로 점수화한다. 6가지 청취조건 점수의 총점 또는 청취

조건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대상 아동이 정상 범위이내인

지 혹은 CAPD 위험 범위내에 드는지를 판단하여 위험 범

위에 해당되는 경우 CAPD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29) 

CHAPPS는 다른 선별검사들에 비해 언어와 신경상부-

인지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덜 받고 청각수행 척도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도구이다.29) Pur-
dy & Johnston25)은 CHAPPS가 다양한 청취 조건에서 듣

고 이해하는 아동의 능력이 또래 그룹과 비교해서 어느 정

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청취조건별 아동의 청각기능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CA-
PD 선별 도구로써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Musiek & 

Guerkink24)는 CHAPPS 정보가 아동의 중추청각장애 진단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Smos-

ki et al.29)은 CAPD 선별검사로써의 CHAPPS 질문지의 효

율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상 아동과 CAPD 아동

을 대상으로 CHAPPS를 실시하였다. CAPD 진단을 받은 

64명 아동의 부모에게 CHAPPS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CAPD 아동의 평균 총점수 범위는 

0.61~-3.80(평균: -1.84)이었으며 단 2명을 제외한 62

명의 아동들이 위험범위에 속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이 CHAPPS가 CAPD 진단검사 도구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5)27)29) 예를 들어, 

Purdy & Johnston25)은 CAPD 진단검사인 이분청취숫자 

검사(Dichotic Digits Test)와 주파수패턴 검사(Frequency 

Pattern Test)를 통해 CAPD로 진단받은 8세 및 9세 아동

의 부모들에게 CHAPPS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결과로 이 

두 가지 행동 진단검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분청취숫자 검사와 주파수패턴 검사에서 각각 통과 못한

(fail) 아동들은 통과(pass)한 아동들에 비해 CHAPPS의 

6가지 청취 조건 중 각각 5개 조건과 3개 조건에서 더 낮

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주파수패턴 검사와 이분청취숫자 검

사 모두에서 통과 못한 아동들의 CHAPPS 점수는 통과한 

아동들보다 6가지 청취조건 모두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6

가지 청취 조건 가운데 특히 소음환경, 복합정보입력, 청각 

기억처리 3개 조건의 점수가 더 낮았으며 각각 다른 종류

의 진단검사에서 통과 못한 아동들은 6개의 청취 조건 가

운데 각각 다른 조건에서 좀 더 취약한 면을 보여 각각 다

른 유형의 CAPD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CHAPPS 점수와 다른 행동검사 간 유의한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고, 각기 다른 패턴의 CAPD 문제를 가

진 아동을 진단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진단검사들을 병행하

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청각행동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인하여 CHAPPS는 CAPD의 선별검사 도구로 활발

히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초청각장애로 인한 청각

행동특성의 확인, 재활효과의 측정, 다양한 관련장애로 인

한 청각행동특성 확인 등 여러 다른 방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CAPD에 대한 재활효과 측정의 한 예로, Smoski26)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CAPD가 의심되어 진단을 의뢰받은 9

세 아동의 진단 전 단계와 치료 후의 청각 행동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로 하여금 CHAPPS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재활 전후의 CHAPPS의 점수 차이를 통해 재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치료 후의 CHAPPS 점수가 치료 전

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더하여 Garstecki et 

al.14)은 중추청각처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평가하고, CA-
PD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한 중재 조치를 결정

하는데 있어 CHAPPS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사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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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바 있다.  

또한 CHAPPS는 다양한 장애와 관련된 청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Hollo 

et al.15)은 저체중 아동의 경우 청각 처리능력 결함 및 기

억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

하여 CHAPPS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Temple et al.30)은 말

하기와 쓰기 장애를 보이는 아동은 청각적 정보(비언어적 

청각 정보 포함)가 빠른 속도로 제시되는 경우 청각 정보 처

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CHAPPS

를 활용하였다. Benasich & Tallal10)은 유아의 측두엽(tem-
poral) 청각처리 능력이 추후 그 아동의 학습 및 언어 문

제 유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CHAPPS를 사용하였

다. 끝으로 Watson & Miller32)는 중추청각기억 능력과 언

어인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에서 CHAPPS 질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CHAPPS 질문지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신뢰도 높은 CAPD 선별검사일 뿐만 

아니라, CAPD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다양한 장애와 관련

된 청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임

상도구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HAPPS를 사용하

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청각처리능력 특성을 살펴보므

로 국내에서 CAPD 선별도구로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120명(남자: 60명, 여자: 60명)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각 학년별(남자: 10명, 여자: 10명)로 4학급, 학급

별로 5명씩 20명씩을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범위는 

8~13세(평균 10.5세)였다. 선정기준은 500~4,000 Hz에

서 양측 귀 모두 20 dB HL 이하의 정상청력을 보이고(AS-
HA)4) 담당 교사에 의한 보고를 기초로 정상지능을 가진 아

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평가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학년별 4

학급, 학급별 5명의 아동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검사 도구 

학령기 아동의 듣기행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청

각처리능력척도(CHAPP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은 박사과정이상의 청각학 전공자 

3인과 초등학교 교사 2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표현 및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검사도구의 구성 

CHAPPS는 6개의 청취 조건으로 구성되는데 각 청취조

건에 대한 정의는 첫째, 소음 환경(Noise)은 텔레비젼이나 

음악, 다른 사람의 대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등의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소리를 듣는 상황, 둘째, 조용한 환경(quiet)

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조용한 방에 있을 때 소리를 듣는 

상황, 셋째, 이상적인 환경(ideal)은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없으며, 대화하는 사람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상황, 넷째, 복합정보입

력(multiple inputs)은 청각적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시각

적 또는 촉각적 정보)가 주어진 상황, 다섯째, 청각기억/순

서화(auditory memory/sequencing)는 누가 한 말을 듣

고 그에 관한 정보를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 여섯째, 청각집

중기간(Auditory Attention Span)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

안 청각적인 정보를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청취조건별로 3~8개의 하위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

음 환경과 조용한 환경은 7개씩, 이상적 환경과 복합정보입

력은 3개씩, 청각기억처리와 청각집중기간은 8개씩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채점 및 점수 산정 방식 

교사는 대상 아동이 또래 아동들에 비하여 각 청취조건별 

하위문항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한지 7점 척도[덜 어

려워함(+1), 동일하게 어려워 함(0), 약간 어려워 함(-1), 

더 어려워 함(-2), 매우 어려워 함(-3), 거의 듣지 못함

(-4), 전혀 듣지 못함(-5)]로 평가하였다. 평가된 자료를 

기초로 아동의 청취조건별 점수와 총점을 구하였다. CHA-
PPS의 점수 산정은 Smoski et al.29)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각각의 청취조건별 평균 점수의 경우 각 청취조건별 

문항의 점수 총합을 구하여 해당 청취 조건의 총 문항수로 

나누었고, 총점은 CHAPPS 전체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산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상/위험군(normal/at-risk) 기준

은 Smoski et al.29)의 방식에 따라, 6개 청취조건 내 36

개 문항 점수의 총점이 +36~-11이면 정상 범위, -12~ 

-180이면 위험군 범위로 정하였으며, 각 청취조건별로는 

점수 평균이 -1 이상인 경우는 정상 범위, 그 이하는 위험

군 범위로 분류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절차는 먼저 대상아동의 선별을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4학급으로부터 20명씩의 아동을 무작위로 선



 
 
 
 
 
 

 

AUDIOLOGY • 청능재활  2010;6:137-145 140 

정하여 순음청력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통과된 아동

에 한하여 교사관찰기록지와 CHAPPS 질문지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아동의 정상청력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Qualitone 휴

대용 청력 검사기를 사용하여 기도순음청력선별검사를 실시

하였다. 검사 실시 전에 소음측정기(Brüel and Kjær 2260)

를 사용하여 지정된 검사 환경 내 소음 기준이 ANSI5) 기

준과 맞는지 확인하였다. 청력선별검사의 통과(pass)/실패

(fail) 기준은 학령기 아동 청력선별검사에 대한 ASHA4) 기

준에 따라 양측 귀 모두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Hz에서 20 dB HL에 반응하는 경우를 통과로 간주하였다. 

청력선별검사 당일 교사에게 연구 참가 동의서를 받고, 

각 아동의 개인 병력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관찰기록지과 청취조건별로 아동의 청각행동특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CHAPPS 질문지를 배포하

고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교사들의 CHAPPS 작성 

시 채점의 오류를 피하고,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여 교사를 일대일로 만나 검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교사관찰기록지는 아동의 학업 수행 정

도, 지능 정도, 특별 수업을 듣는지 여부, 청각 질환 유무와 

아동의 다양한 사회 행동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 시점은 1학기였으므로 

Table 1. 아동청각처리능력척도(CHAPPS)의 청취조건별 문항

청취 조건 문     항 

소음 환경 01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 
 02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03 간단한 지시가 주어졌을 때 
 04 복잡한 여러 가지 지시가 주어졌을 때 
 05 주의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06 색칠하기, 책 읽기 등의 다른 활동 중일 때 
조용한 환경 07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08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 
 09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10 간단한 지시가 주어졌을 때 
 11 복잡한 여러 가지 지시가 주어졌을 때 
 12 주의 집중 하지 않고 있을 때  
 13 색칠하기, 책 읽기 등의 다른 활동 중일 때 
 14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이상적 환경 15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16 간단한 지시가 주어졌을 때  
 17 어려운 복합 지시가 주어졌을 때 
복합정보입력 18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들을 때  
 19 누가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고 따라 할 때  
 20 모형이나 그림, 칠판이나 프로젝터를 통해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소리를 들을 때
청각 기억/순서화  21 단어, 맞춤법, 숫자 등의 정보를 즉각 기억해낸다.  
 22 간단한 지시는 즉시 기억해낸다. 
 23 어려운 복합 지시를 즉시 기억해낸다.  
 24 해당정보를 즉시 기억해낼 뿐 아니라 정보의 시간적 순서 또한 기억해낸다. 
 25 단어, 맞춤법, 숫자 정보 기억을 위해 1시간 이상 지체한다. 
 26 간단한 지시를 기억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지체한다.  
 27 어려운 복합 지시를 기억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지체한다.  
 28 청각 정보 기억을 위해 만 하루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  
청각집중기간 29 5분 미만의 청각 정보를 들어야 할 때  

 30 청각 정보를 5~10분 정도 들어야 할 때  
 31 청각 정보를 10분 이상 들어야 할 때  
 32 조용한 장소에서 소리를 들어야 할 때  
 33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를 들어야 할 때 
 34 아침에 일어나 처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35 저녁 먹기 전,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소리를 들을 때  
 36 시각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있는 장소에서 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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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 시간이 충

분치 않았다는 문제가 예상되어 가능한 한 교사로서 참고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시험 점수, 지능 검사 결과 등)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에 교사관찰기록지와 CHAPPS 질문지를 수집하여 미리 정

해진 기준에 맞추어 점수를 산정하였다. 

 

분석방법 

SPSS 11.0 Software를 이용하여 6개의 청취 조건 항목

에 대한 총점,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고, 학년별, 청취

조건별 비교는 0.05 유의도 수준에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하였다. 또 Student Newman-Keuls 검사

를 사용하여 학년 간, 청취조건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RESULTS 
 

학년 별 청각처리능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 20명의 청각처리능력에 

대한 교사 평가를 기반으로 CHAPPS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의 총점수 범위는 -39~+36, 평균은 +13.69, 

표준편차는 19.79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 아동의 표준

편차 1에 해당되는 점수(-6.1)는 CAPD 위험 기준 점수인 

-12보다 더 높았다. 

<Table 2>는 각 학년별 CHAPPS 총점수와 통계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1학년 CHAPPS 총점 평균이 23.55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5학년과 3학년 CHAPPS 총점 평

균이 각각 7.15와 5.0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각 학년별 

CHAPPS 총점수 간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여 검정한 결과, 학년별 CHAPPS 총점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F(5, 114)=2.47, p=.036], 사후 검증한 결과 1학

년 CHAPPS 총점 평균값인 23.55와 3학년의 CHAPPS 

총점 평균값 5.00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

년 증감에 따른 CHAPPS 총점 간에 특정 유형 특성은 관

찰되지 않았다(Fig. 1).  

각 청취조건별 일원분산분석 검정 결과, 소음환경조건을 

제외한 다른 청취조건의 점수 평균에 대해서는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음환경조건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F(5, 114)=4.386, p=.001]에 대해 사후 검증한 결

과 2, 3, 4, 5,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학년

과 2, 3, 4, 5, 6학년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령기 아동의 청취조건별 청각처리능력 

전체 120명 아동의 청취조건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

해서 각 청취조건별 문항 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청취조건별 점수의 총합을 각 청취조건별 문항 수로 나누

어 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등

을 구하였다. <Table 3>은 전체 대상아동의 청취조건별 점

수와 그 통계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청취조건별 0.19~0.59

를 보여 모든 청취조건에서 0 이상의 양호한 점수를 나타

내었다(Fig. 2). 청취조건 항목 가운데 이상적인 환경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0.59)를 보였고 조용한 환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0.43)를 나타내었으며, 소음 환경에서 가

장 낮은 평균점수(0.19)를 보였다. 청취조건별 평균점수를 

일원분산분석 검정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Table 2. 청취조건별 각 학년의 CHAPPS 수행 

학  년 
청취조건 원점수 

1 2 3 4 5 6 
F-value p-value 

소음 환경 07 05.35 1.00 -1.45 02.30 -0.50 1.35 4.386 .001* 
조용한 환경 07 05.05 3.50 -1.50 02.95 -2.50 2.70 1.695 .141* 
이상적 환경 03 02.40 2.30 -1.15 01.40 -1.50 1.80 1.591 .168* 
복합정보입력 03 02.15 1.25 -1.00 01.50 -0.60 0.70 1.453 .211* 
청각기억 08 05.10 4.05 -2.20 03.80 -0.85 3.20 1.972 .088* 
청각집중기간 08 03.50 4.40 -0.60 03.90 -2.20 4.35 1.950 .092* 
총점수 36 23.55 16.50 -5.00 15.85 -7.15 14.10 2.474 .036* 
사후검증**  a a, b b a, b a, b a, b   
*: p<.05, **사후검증: 일원분산분석으로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를 Student-Newman-Keuls 검사로 검증한 결과로 같은 문자는 차이가 없는 것
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문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Fig. 1. 각 학년별 CHAPPS 총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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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4)=4.442. p=.001]를 나타내었다. 사후 검증 결과, 

조용한 환경과 이상적인 환경에서 수행 능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이 두 조건은 소음 환경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소음환경에서 3학년과 5학

년의 경우 0 이하의 점수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

에서 0 이상의 점수를 보여 정상범위의 듣기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범위 아동의 분포 

전체 대상아동 120명의 점수를 분석하여 정상범위 아동

과 위험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하였다. CHAPPS 총점

이 -12 이하로 위험범위에 속하는 아동은 총 13명(10.8%)

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3명, 4학

년 4명, 5학년 3명, 6학년 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8명(61.5%), 여학생이 5명(38.5%)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Table 4>는 청취조건별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분포를 학년별로 나타낸 것이다. 청취조건별로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위험 범위에 해당되

는 아동의 수를 청취조건별로 살펴보면, 소음환경에서 16명

(13.3%)으로 월등히 많았고 복합정보 조건에서 9명(7.5%)

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의 항목은 거의 유사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청취조건별로 위험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CHAPPS 총점이 -12 이

하로 실질적으로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 13명에 비해 

많은 수치이다. 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 13명 모두 2~ 

6개의 청취조건 항목에서 중복적인 어려움을 보였으며 총

점에 의한 위험 범위 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 청취조

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도 8명이 관찰되었다.  

Table 3. 청취조건별 평균 점수와 통계 분석 

학  년 
청취조건 

1 2 3 4 5 6 
전체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사후검증**

소음환경 0.76 0.14 -0.21 0.33 -0.07 0.19 0.19 ±0.78 -1.57-1 a 
조용한환경 0.72 0.50 -0.21 0.42 -0.36 0.39 0.43 ±0.59 -1.29-1 b 
이상적환경 0.80 0.77 -0.38 0.47 -0.50 0.60 0.59 ±0.60 -1.67-1 b 
복합정보입력 0.72 0.42 -0.33 0.50 -0.20 0.23 0.40 ±0.72 -1.67-1 a, b 
청각기억 0.64 0.51 -0.28 0.48 -0.11 0.40 0.40 ±0.61 -1.13-1 a, b 
청각집중기간 0.44 0.55 -0.08 0.49 -0.28 0.54 0.39 ±0.61 -1.88-1 a, b 
총합 0.68 0.48 -0.18 0.45 -0.23 0.39 0.40 ±0.55 -1.13-1  
**사후검증: 일원분산분석으로 청취조건별 유의미한 차이를 Student-Newman-Keuls 검사로 검증한 결과로 같은 문자는 차이가 없는 것을 나
타내며 서로 다른 문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4. 청취조건별 위험범위 해당 아동의 학년별 분포

학  년 
청취조건 

1 2 03 4 5 6 
총계(%)

소음 환경 1 5 06 0 3 1 16 (13.3)

조용한 환경 0 0 03 0 1 1 05 (04.2)

이상적 환경 1 1 02 2 0 0 06 (05.0)

복합정보입력 1 0 03 2 2 1 09 (07.5)

청각기억 0 0 03 1 1 0 05 (04.2)

청각집중기간 2 0 03 0 0 0 05 (04.2)

총계 5 6 20 5 7 3 46 
 

Fig. 2. 청취조건별 CHAPPS 평균 점수. 

Fig. 3. 학년 및 청취조건별 CHAPPS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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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본 연구는 정상청력과 정상지능을 가진 일반 초등학교 1~ 

6학년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교사로 하여금 

CHAPPS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청각처리능력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CAPD 선별 도구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 120명의 CHAPPS 점수를 살펴본 결과 CHAPPS 

총점의 점수범위는 -39~+36, 평균이 +13.69, 표준편차

는 19.79로 나타내므로 표준편차 1인 경우 정상범위에 해

당되는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 아동의 6개 청취조건별 점수범

위가 -1.13~1을 보였으며 평균이 0.40(표준편차: 0.55)

을 나타내어 표준편차 2에 해당하는 점수(-0.70)에서도 C-
APD 위험(-1) 기준보다 나은 점수를 보였다. 이 점수를 C-
APD 아동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선행연구29) 결과와 비교해 

볼 때, CAPD 아동의 CHAPPS 점수 범위가 -3.80~0.61, 

평균이 -1.84, 표준편차가 0.99로 CAPD 아동의 경우 청

각처리능력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APD 아동들은 소음 환경과 청각기억처리 조건에서 더 낮

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다른 연구들도 CAPD 아

동의 경우 복합정보가 입력되는 환경,25) 청각기억처리 및 

소음 환경33)에서 두드러진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여 CHA-
PPS가 CAPD 선별도구로서 유용함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적 환경(0.59)과 조용한 환경(0.43)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는 달리 소음 환경(0.19)에서 다른 

조건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CAPD 

위험범위에 속하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험범위에 속하지 않는 

아동들도 소음 환경에서의 듣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음 환경에서 복잡한 지시가 주어지거나 

주의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또는 색칠하기, 책 읽기 등의 

다른 활동 중일 때 주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1~6학년 아동의 수행 점수를 일원분

산분석 검정한 결과 학년 간 CHAPPS 총점 평균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위험범위 해당 기준으로 분류

하였을 때는 전체 아동의 CHAPPS 수행 점수 평균은 정상

범위 내에 해당되었다. 사후 검증 결과, 1학년과 3학년의 

CHAPPS 총점 결과가 다른 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 학년 증감에 따른 수행 점수 간에 특정 유형 특성은 관

찰되지 않았다. 이는 CHAPPS가 아동의 청각수행능력을 평

가할 때 학년간이 아닌 학년 내의 또래 집단과 비교하여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여 CAPD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자 CA-
PD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학년 증감에 따른 

뇌 성숙도(brain maturation)차이를 통제한 도구임을 입증

하는 것이다. Smoski29) 또한 기존 연구에서 CHAPPS의 점

수산정기준과 정상/위험범위 기준을 학년별 차이를 두지 않

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CAPD 선별검사의 일환으로써 CHA-
PPS를 적용하고 활용하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 CHAPPS 총점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본 연구의 특성상 각 학년 당 20명씩의 작은 표본 

수와 각 학년별로 각 4개의 학급에서 각 5명씩 추출하였기 

때문에 개별 교사의 평가척도가 아동의 청각처리능력 판정

결과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3학년인 경우 20명 가운데 3명이 전 학년에서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인 3학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반대로 1학년 학급의 

경우 비록 무작위로 추출하였지만 연구 대상 아동 5명 모두

가 학업수행 능력, 지능 수준, 사회 감수성 지수가 매우 우

수한 아이들로 구성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 학급의 담

임교사는 작성을 마친 CHAPPS 질문지를 건네주면서“이 

다섯 아동은 우리 반에서 여러모로 가장 우수한 학생입니

다”라고 언급하였고, 이 아동 모두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서 최고점을 주었다. 또한 교사의 수행능력 평가경향이 영

향을 줄 수 있는데 1학년 교사 가운데 한 교사의 경우 아동

의 청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른 교사에 비해 비

교적 후한 평가 척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점수 산정 과

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Lam & Sanchez21)는 CAPD 선별도구로서 CHAPPS가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이것을 점수화하는 교사나 

부모의 문항에 대한 경험과 이해에 따라 판정의 신뢰도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청각처리능력보다는 

학생의 행동특성이나 학업성취도에 주로 관심을 두고 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상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 판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사평가기준과 

관련해 개입될 수 있는 편견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CHAPPS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교사를 대상으

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이해를 선행시키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CHAPPS 

작성 시점을 교사가 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CHAPPS 총점 평균이 -12 이하로 위험범위에 속하는 

아동은 전체 인원 중 13명(10.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 자료7)11)23)와 비교할 때 2~3배가량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CHAPPS 점수 결과만으로는 아동을 2~3배 정

도 과다 의뢰(over-referral)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

시 다른 선별도구 및 행동검사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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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선별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험 범위에 해당되는 아동 총 13명(10.8%) 가운데 남

녀 비율은 남학생 8명(61.5%), 여학생 5명(38.5%)으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남자의 CA-
PD 발생률이 여자보다 2배가량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적 근접하는 결과이다. 위험 범위에 속하는 아동을 학

년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3

명, 4학년 4명, 5학년 3명, 6학년 1명으로 학년 증감에 상

관없이 고루 분포했으며, 청취조건 별로 위험 범위에 드는 

아동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소음 환경 조건에서 

여학생 11명(66%)이 남학생 5명(34%)보다 많이 분포하

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CH-
APPS는 정상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년별 혹은 남녀 

간의 특성 차에 대해 고려할 필요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 주

어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CHAPPS는 6개 청취조건, 총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 형태의 검사 도구로써 아동의 청각적 특성에 대하

여 부모, 교사, 그 외의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다양한 상황과 청취 조건에

서의 아동 개인의 특징에 대해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수치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CHAPPS 질문지 작성

을 담당 교사에게만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아동에 대

해 다른 전문가군의 관점들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 부모, 청

능사, 특수 교육 전문가 등이 각자의 전문영역에 입각하여 

작성한 CHAPPS 점수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다면 개별 아

동의 청각적 특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다. 다각적 관점으로 작성된 CHAP-
PS 점수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향후 CHAPPS의 객관적 활

용을 위한 지표 마련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HAPPS의 문항 총 36개 가운데 청각집중기간 조건에 

관한 8가지 문항 중 2 문항들은 부모가 가정환경에서만 평

가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들이므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그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무답), 그 아동의 청각적 특

성을 참고로 추정하여 채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두 가지 항

목은 청각적 정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 아침에 일어나 처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2) 

저녁을 먹기 전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소리를 들을 때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어느 정도의 청각 수행의 어

려움을 보이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또한 미묘하나 본 연

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현재 CHAPPS는 미국 내 Colorado, Minnesota 등의 많

은 주에서 중추청각장애 평가를 위해 의뢰될 아동을 초기

에 간단히 선별하는 검사 도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아울러 CHAPPS 질문지의 다각적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APD 치료 효과 파악을 위한 수단

으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CAPD 선별 및 진단검사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검사 자체의 효과와 신뢰도를 입증하

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HAPPS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초등학교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각 수행능력을 살펴

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Smoski의 선행 연구29)를 비롯한 

CAPD 관련 연구 자료들과 다각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이를 근거로 하여 효율적인 CAPD 1차 선별검사로서 국

내에서의 CHAPPS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CHAPPS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1차 선별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번역의 적절성 검토,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질문지나 체크리스트 작성 시 발생할 수 있

는 오류나 교사의 편견의 최대한 배제와 더불어 표본 집단

을 확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CA-
PD 진단검사와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CAPD의 선별 및 진단의 기초 자료뿐만 아니

라 아동의 학습 성취능력, 사회/행동적 수행 능력과 CHA-
PPS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 등을 통한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CHAPP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고, 그로 인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 또한 후속 연구에서 다루

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중심 단어：듣기평가·중추청각처리장애·중추청각처리장

애 선별검사·청각처리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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