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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림·김진숙 . 한국 노인성 난청의 청각장애지수 (KHHIE)에 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 언
어청각장애연구 , 2 0 0 0 , 제5권 , 제 1호 , 13 3- 154 .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 심
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기록하고 KHHIE의 사용 설
문지에 대한 검사- 재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성 난
청이라고 밝혀진 평균 연령 72.5세인 100명(남자 41명, 여자 59명)의 난청자를 대상으로
KHHIE 설문지의 25개 문항(사회적/ 상황적 측면 12개 문항, 심리적 측면 13개 문항)을 통하
여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변화에 대한 두 가지 검사 방법(FF
법, PP법)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약 6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KHHIE의 검사- 재검사 신뢰성과 표준오차에 대한 95
% 신뢰구간(FF : 15.13, PP : 14.34)을 구하였다. 따라서 KHHIE는 한국 노인성 난청자들의
사회활동이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에서 재활 및 보청기가 어느 정도 효과
가 있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전 세계인구 60억 명의 시대 가 안겨줄 최대의 걱정거리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성장
이다.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은 세계인구 10명중 1명 정도이나 2050년에는 5명중 1명, 2150년
에는 3명중 1명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4억 2,000만
명으로 지금의 3.5배, 1950년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1990년
71.3세이었고, 2000년에는 74.3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는 6.8 %, 2050년에는 13.5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형
삼, 1999; 민성길, 1996).
인간의 노화를 말할 때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구분하기도 하며, 유전적
으로 결정된 과정을 말하는 1차적 노화와 어떤 신체 장기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2차

적 노화를 구분하기도 한다. 노인이란 노화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화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노인이라고 말할 때는
인위적으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 비율의 변화와
노화의 개념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발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구 및 보건의료 정책 등이 시급한 상태이다(민성길, 1996;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8; 이정
학, 1996).
미국의 국민건강 통계센터(NCHS, 1987)는 난청은 고혈압, 관절염 등과 더불어 노인에
게서 가장 발병율이 높은 만성 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난청은 고령화할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65- 74세에는 33 %, 75- 84세에서는 45 %, 85세 이상에서는 62 %
가 경도 이상 청력손실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율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34가지로 분류하였
을 때 청각장애가 포함되었다(김정순, 1994). 청각장애는 노인층에 영향을 주는 가장 보편적
이고 중대한 장애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20 %가 어느 정도의 청각장
애를 가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청각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는 노년층은 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요양원 등) 노인들이다.
청각 임상가들은 청력 측정 수단을 청력장애 노인들의 평가에 적용시킬 수 있다. 순음
청력 검사에서 어음 검사까지, 말초신경 검사에서 전기 생리적인 측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
다. 하지만 청력 검사 자체가 개인의 청각 문제의 완벽한 그림을 제공 할 수 없다. 부연하자
면 청력 검사는 청각 손실이나 언어 청취의 어려움 등의 정도를 검사 할 수는 있지만 일상
기능에서의 영향에 대한 측정이나 정도를 알아보는데 적합치 못하다. 즉 청력 검사는 난청
(hearing impairm ent )에 의한 청각장애(hearing handicap )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한다.
난청은 소리를 듣는 기관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잘 듣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청각장애는
난청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회생활 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현
상을 의미한다(AA O, 1979; A SHA , 1981).
청각장애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난청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성격, 사회 심리적 적응나
이, 신체적인 건강과 추가적으로 난청 등을 포함하여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난청이 청각장애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말하자면 난청은 청각장애의 일면을 보여주
는 것이며, 장애의 평가는 청력검사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다른 정보가 요구되어 진
다고 볼 수 있다. 난청 상태인 개인의 적절한 재활 관리는 측정된 난청은 물론 일상의 기능에
관한 난청이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보이지는 않는 질환이지
만 난청이 노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던 자세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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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처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변화가 오고 또한 난청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족 친지와 대화 단절 등은 노년기를 더욱 외롭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
나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한 청각학적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국내에서 신뢰
도가 검증된 검사 설문지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와 더불어 고음역의 난청이 생기는 것으로 Zw arrdem arker (1891)
가 노화로 인한 난청에 대한 임상양상에 대하여 첫 보고를 한 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Bunch (1929)는 최초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노인의 고음
역 난청을 기술하였으며, 1955년 Schuknecht는 노인성 난청의 조직학적 양상을 상피수축과
신경수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1964년과 1974년에는 두 가지형을 추가하여 감각
성, 신경성, 대사성 및 역학적 노인성 난청으로 분류하였고, Hin chcliffe (1962)는 특수 감각기
관에도 생리적인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서 시각기관, 미각기관 등의 민감도가 감소한다고 하
였다. 특히 청력은 250- 4,000 Hz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더 빠른 악화를 보인다고 하였고, 또한
4,000 Hz이하의 손실은 중추신경계의 병리 조직학적 변화와 관련되지만 4,000 Hz이상에서의
악화는 말초신경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의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유전적인 소인과 관
계된다고 하였다. 노인성 난청은 흡연, 직업, 고혈압, 동맥경화증 및 그 외의 순환계 질환, 소
음노출 등과 관계 있으며 특히 70 %에서 동맥경화증이 있었고 동맥경화증의 정도에 따라 청
력손실이 증가하였고 흡연량과 발생시기나 손실정도는 관계가 없으며 (W esten , 1964), 대사,
영양, 기후, 긴장, 소음 등의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나(Rosen et al., 1964),
Paparella & Low ell (1977)은 노인성 난청은 일정한 특징 없이 특별한 원인이 없는 연령의 증
가에 따른 청력손실을 말하며 노화과정도 유전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40대에서도
70대와 같은 노인의 난청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노인성 난청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태인(1969)은 연령증가에 따라 청력 손실정
도가 증가함과 성별, 측별에 따른 손실정도 및 청력모형을 비교하였다. 또한 박찬일(1980)은
점진적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24.7 %가 노인성 난청이었다고 하였고 노인성난청의 청력
손실정도 및 청력 모형은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
고 일반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임상적으로 뚜렷히 구분 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진단 적인 기
준도 검사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나기양, 1982).
그러므로 진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Ventry & W ein stein (1982a ; 1983)은 노인성
난청의 대상자는 1,000 Hz 혹은 2,000 Hz에서 40 dB HL 손실이 있는 경우 혹은 한쪽귀가
1,000 Hz 와 2,000 Hz에서 40 dB HL 손실이 있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으며, Goldstein (1984)은

고주파수 순음 청력 역치 평균 좋은 쪽 귀에서 25 dB HL 혹은 보다 높을 경우 난청의 대상
자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Kat sarkas & Ayukaw a (1986)는 가족력, 소음노출, 귀 질병, 돌
발성 난청, 의과적인 문제 등이 없고, 순음 청력역치가 25 dB HL 보다 높은 경우를 대상자로
하는 기준을 노인성 난청의 진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성인의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청각장애에 대한 자가 평가의 방법에 대한 현재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노인성 난청의 성격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에서 꽤 활발한 편이다. Noble & Atherly (1987)는 대화능력에 대한 정보,
청력손실의 영향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과 언어가 아닌 소리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된 42개 문
항을 이용한 HMS (T he Hearing Measurem ent Scale)를 연구하였고, Bergner et al. (1981)은
성인의 종합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136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한 SIP
(Sicknes s Impact Profile)연구하였으며, Ventry & W ein stein (1982b )은 노인들이 난청으로
인하여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25개 문항을 이용한 HHIE (T he Hearing
Handicap Inv entory for th e Elderly )를 개발하였다. HHIE는 자기평가 도구이며, 심리·사회
적 내용이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고 노인들의 청력 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 재활의 유효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HHIE는 80 %이상의 신뢰도와 높은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
며, 청각학적 재활의 결과 중 장애인지 변화 측정에 HHIE의 적용은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
되었다. 측정방법은 검사자가 설문지 내용을 읽어주고 피검자가 구두로 답하는 F ace to F ace
(FF )법과 본인 스스로 기록하는 Paper - Pen cil (PP )법을 사용하며, 검사- 재검사 결과의 신뢰
도는 두 가지 측정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종합할 때 HHIE는 재활에 의한
변화 결과의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1983년에는 25개의 문항 가운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10개 문항을 이용한 HHIE - S (T he Screening Ver sion of the
Handicap Inv entory for the Elderly )를 연구하였다. Schow & Nerbonne (1982)은 노인들의
청력손실에 의한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10개 문항을 이용한 SA C (T he Self- A ssessm ent of
Communication )등을 연구하였다(W ein stein , 1994).
상기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Ventry & W ein stein (1982)에 의해 만들어진 HHIE
의 25개 문항의 설문지를 첨부한 < 부록 - 1> 과 같이 한글로 번역한 후 한국적 정서에 맞도
록 재구성하여, 이를 KHHIE (T he Korean Hearin g Handicap Inv entory for the Elderly )로
명명하고,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으로 어떠한 변
화를 가져오는지를 기록하고 KHHIE의 사용 설문지에 대한 검사- 재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노인성 난청자들의 사회활동이나 심리적 측면 등을 고려한 일상생
활의 다양한 환경에서 보청기 등 증폭 보조기구가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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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의 연구활동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KHHIE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한국의 노인성 난청자들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측면의
청각장애 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인 KHHIE를 통해 난청이 가져오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인 변화의 정도를 연구하고, (2) 설문지 조사방법 즉 FF법과 PP법을 비교 분석하고,
(3) KHHIE의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4) 이 중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10개 문항 즉 KHHIE - S (T he Korean Hearing Handicap Inv entory for
th e Elderly - Screenin g Ver sion )와 KHHIE를 비교 분석하며, 그리고 (5) 청각역치와 청각장
애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 구대 상
연구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평균 나이 72.5
세(연령범위: 65세- 88세, 표준편차: 5.29) 100명(남자: 41명, 여자: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성 난청의 판별기준은 Paparella & Low ell (1977)의 방식을 참고하였다. 즉 이경 검사상
고막에 이상이 없으며, 과거에 장기적인 소음노출, 급성의 강한 소음충격, 이독성 약물의 사
용,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성 질환 등의 병력이 없어야 하며, 신경학적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
가 없고 보청기 사용자는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상기내용은 < 부록 - 2> 의 검사기록
지 문진란에 기록하였다.
또한 순음 검사시 청각의 역치, 즉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강도에서 3주파수 (0.5, 1,
2 KHz)에서의 평균 순음 청각 역치(Pure T on e T hreshold Av erage ; PT A )를 구하고, 25 dB
HL이상인 자만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25 dB HL은 여러 가지 진단 기준 중 Kat sarkas &
Ayukaw a (1986)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표 - 1> 은 양쪽 귀에 대한 0.5, 1, 2, 4 KHz의 평균순음역치(Pure T one Av erag e,
PT A )를 요약하였다. 오른쪽의 PT A는 44.37 dB HL (SD = 13.85), 왼쪽 PT A는 41.48 dB HL
(SD = 12.03)이었다.

<표 - 1> 청각장애 노인의 양측 귀 공기 전도 역치의 서술통계
주파수(KHz)

오른쪽
왼쪽

M

0.5

1

2

4

M

47.90

44.15

41.05

49.89

44.37

SD

11.70

14.70

19.24

21.29

13.85

M

44.60

40.02

39.65

49.55

41.48

SD

10.89

12.51

16.73

21.90

12.03

2 . 연 구절 차
연구방법은 신상조사, 이경검사, 순음청력검사, 설문지에 대한 1, 2차 설문조사를 다음
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신상조사는 본인이 기록지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경
검사는 외이도와 고막을 검사하였다. 셋째, 순음 청력검사는 0.5, 1, 2, 4 KHz 각각의 주파수
별 역치를 청력검사기로 되도록 외부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42- 54 dB A ). 넷째,
설문조사는 서론에서 제시한 < 부록 - 1> 의 KHHIE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직
접 피검자가 읽고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방법(Paper - Pencil, PP법)과 검사자와 얼굴을 대면
하고 검사자가 읽어주는 질문에 피검자가 대답하면 검사자가 기록하는 방법(F ace to F ace,
FF법) 중 피검자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 방법을 결정하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재검사 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검사는 검사 후 약 6주 후로 하
였다. 재검사를 첫 검사 후 6주로 지정한 것은 각 항목의 문항에 대한 대상자들의 기억의 가
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Dem orest & W alden , 1984).

3 . 분 석방 법
검사기록지에서 검사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성 난청이라고 밝혀진 난청자들을
대상으로 <부록 -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KHHIE 설문지의 25개 문항을 통하여 노인성 난
청자들의 난청으로 인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인 변화에 대한 1차 조사(검사)를 실시
하고,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가지고 약 6주 후에 2차(재검사) 설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 부록 -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KHHIE 설문지는 노인성 난청의 청각장애지수 측
정을 위해 총 25문항 중에 12문항의 사회적/ 상황적인 측면(순번란에서 S 로 표기: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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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ituational의 약어)과 13문항의 심리적인 측면(순번란에서 E 로 표기: E는 Em otional
의 약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번역되었으며, 항상 그렇다 는 4점, 때때로 그렇다 는 2점,
그렇지 않다 는 0점으로 청각장애지수의 사회적/ 상황적 측면의 점수는 0에서 48점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점수는 0에서 52점이며, 합계점수는 0에서 100점까지이다. 또한 < 부록 - 1>
에서 KHHIE - S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로 표시되었으며 총 10문항 중에 5문항은 사회적/ 상
황적인 측면과 5문항은 심리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청각장애지수의 사회적/ 상황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각각 0에서 20점씩이며, 합계점수는 0에서 40점까지이다.
결과분석 방법은 검사- 재검사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인 측면 그리고 두 가
지 검사방법(FF법, PP법)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인 측면을 분리해서 서로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1차 검사- 2차 재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KHHIE의 전반적인 신뢰
성은 Chronbachα로 평가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Pear son 상관계수를 사용했으며, 연구하고
자 하는 검사- 재검사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 외 기본적인 통계처리로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95 % 신뢰구간 등을 구하였다.

Ⅲ. 결 과
1. KHHIE를 통 한 심 리적 그 리 고 사 회 적/상 황 적 인 영 향
<표 - 2> 에서는 100명의 대상자들에 대한 양쪽 귀의 평균 순음 청각 역치 검사 결과
와 KHHIE의 검사- 재검사에 대한 전체 자료를 요약하였다. 몇몇 노인 응답자 중에는 심각한
난청을 보이지 않는 노인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중도의 난청을 보였다.

<표 - 2> 100명의 노인에 대한 청력검사와 KHHIE 결과의 서술통계
검사

M

PT A
(dB HL)
42.93

사회적/
상황적
10.86

SD

11.07

11.72

범위

25.83- 85

0- 48

*

재검사

심리적

전체

10.40

21.26

사회적/
상황적
10.74

12.59

23.83

12.13

0- 52

0- 100

0- 48

0- 52

0- 100

* 모든 청력검사 결과는 양쪽 귀에서 측정된 결과임.

심리적

전체

9.50

20.24

12.37

24.15

0에서 100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KHHIE 점수는 20.75 (T est : 21.26, Retest : 20.24)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각 항목에 수반되는 큰 폭의 표준편차다. 이는 응답자가 난청에 대
한 영향을 크게 다르게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 . FF 법 과 P P 법 의 검 사 - 재 검 사 신뢰 도
가 . F F (F ac e t o F ac e )법
KHHIE의 FF법 검사 대상자는 50명이며, 평균 연령은 73.56세(연령 범위 65세에서 88
세)이다. KHHIE의 검사- 재검사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KHHIE의 설문내용을 검사자와
얼굴을 대면하고 검사자가 읽어주는 질문에 피검자가 대답하면 검사자가 기록하는 방법(FF
법)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점수범위, 합계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항목에 나
타난 점수를 < 표 - 3> 에 표기하였다. 두 항목의 평균점수와 표준 편차는 KHHIE의 검사재검사에서 약간의 차이만 났고, 검사- 재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도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 3> FF법에 의한 KHHIE 결과의 서술통계

F F 실시방법

전체

척 도
사회적/ 상황적
검사
재검사

검사

심리적
재검사

검사

재검사

M

25.76

25.16

13.20

13.72

12.56

11.44

SD

26.02

26.77

12.82

13.30

13.89

13.90

범위

0- 100

0- 100

0- 48

0- 48

0- 52

0- 52

나 . PP (P aper - P en cil )법
KHHIE의 PP법 검사 대상자는 50명이며, 평균 연령은 71.44세(연령 범위 65세에서 84
세)이다. KHHIE의 검사- 재검사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KHHIE의 설문내용을 직접 피검자
가 읽고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방법(PP법)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점수범위, 합계에 대한, 심
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항목에 나타난 점수를 < 표 - 4> 에 표기하였다. 두 항목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KHHIE의 검사- 재검사에서 약간의 차이만 났고, 검사- 재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도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F법의 검사 대상자들이 PP법의 검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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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보다 청각장애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 4> PP법에 의한 KHHIE 결과의 서술통계
척 도
PP 실시방법

전체

사회적/ 상황적

심리적

검사

재검사

검사

재검사

검사

재검사

M

16.76

15.32

8.52

7.76

8.24

7.56

SD

20.70

20.31

10.11

10.11

10.85

10.41

범위

0- 76

0- 74

0- 36

0- 38

0- 40

0- 36

다 . F F 법 과 PP 법 의 검사 - 재검 사 신뢰 도
FF법과 PP법의 KHHIE 수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
적 청각장애 지수의 검사- 재검사에서 동일한 .97 그리고 .96으로 높게 나타났고 FF법이 PP
법보다 약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 5> 참조).
<표 - 5> FF법과 PP법에 의한 KHHIE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결과
실시방법
척 도

F ace to F ace

P aper - P encil

검사

재검사

검사

재검사

전 체

.97

.97

.96

.96

사회적/ 상황적

.93

.94

.91

.93

심리적

.94

.95

.92

.93

3 . KHHIE와 KHHIE- S 의 비 교
가 . KHHIE와 KHHIE - S 의 청각 장애 지수 비교
<표 - 6> 은 KHHIE와 KHHIE 중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KHHIE - S의 검
사- 재검사와 관련된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를 요약하였다. 표준편차는 검사- 재검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평균값은 KHHIE와 KHHIE - S의 검사- 재검사에서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났다.

<표 - 6> KHHIE와 KHHIE- S의 검사- 재검사 결과의 서술통계
KHHIE

척도

전 체

사회적/ 상황적

KHHIE- S
재검사

검사

재검사

검사

M
SD
범위
M
SD
범위

21.26
23.83
0- 100
10.86
11.72
0- 48

20.24
24.15
0- 100
10.74
12.13
0- 48

9.52
9.77
0- 40
5.68
5.39
0- 20

9.30
9.80
0- 40
5.78
5.65
0- 20

M
SD

10.40
12.59

9.50
12.37

3.84
4.83

3.52
4.55

범위

0- 52

0- 52

0- 20

0- 20

심리적

나 . KHHIE와 KHHIE - S 의 검사 - 재검 사에 대 한 신 뢰도
<표 - 7> 은 KHHIE와 KHHIE - S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Chronbach s α계수로 분
석했다. 이 방법은 KHHIE의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안정성, 일치
성 등을 분석한다. 검사- 재검사에 대한 신뢰도 값은 .93에서 .94 범위로 KHHIE가 높고
KHHIE - S도 .83에서 .87로 KHHIE에 비해 약간 낮지만 신뢰도가 .80이상으로 신뢰도가 좋다
고 볼 수 있다. KHHIE - S의 alpha 값이 적은 이유는 KHHIE에 비해 문항이 적기 때문이다.
<표 - 7> KHHIE와 KHHIE- S의 검사- 재검사 결과에 관한 신뢰도
척 도
검사- 재검사
사회적/ 상황적
심리적

KHHIE
검사
.93
.93

재검사
.94
.94

검사
.83
.83

KHHIE- S
재검사
.84
.87

4 . KHHIE의 검 사 - 재 검사 상 관 관계
가 . F F 법 과 PP법 의 검 사 - 재검 사 상 관관 계
<표 - 8> 은 FF법과 PP법의 검사- 재검사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측면

한국 노인성 난청의 청각장애지수 (KHHIE)에 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의 Pear son 상관관계를 요약하였다. 두 가지 검사 방법 FF법과 PP법의 검사- 재검사에서
모두 .90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FF법이 PP법보다 약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표 - 8> FF법과 PP법에 의한 KHHIE 결과의 검사- 재검사의 상관관계
척도
전 체
사회적/ 상황적
심리적

실시방법
F ace to F ace

P aper - Pencil

.96
.94
.94

.94
.95
.91

나 . KHHIE와 KHHIE - S 의 검사 - 재검 사 상관 관계
<표 - 9> 는 KHHIE와 KHHIE - S의 검사- 재검사에 대한 Pear son 상관관계를 통계를
통하여 나타냈다. 검사- 재검사에 대한 상관계수 값은 심리적 그리고 사회 상황적 측면에서
각각 .93에서 .95 범위로 KHHIE가 높고 KHHIE - S도 .90에서 .94로 KHHIE에 비해 약간 낮
지만 상관계수가 .80 이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 9> KHHIE와 KHHIE- S의 검사- 재검사 상관관계
척도
사회적/ 상황적
심리적

KHHIE
.95
.93

KHHIE - S
.90
.94

5 . 검 사 - 재 검 사 의 상 관 관 계 , 표 준 오차 , 95% 신 뢰 구간
<표 - 10> 은 검사- 재검사에 대한 상관관계, 표준오차, 95 % 신뢰구간을 요약한 것이
다. 검사- 재검사에 대한 Pear son 상관계수는 FF법에서 .96와 PP법에서 .94로 상기에서 살펴
본 것처럼 두 검사법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검사- 재검사에 대한 표준오차(Sx
√1- r x x ' )는 FF법에서 5.35, PP법에서 5.07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재검사의 표준오차에 대한
95 % 신뢰구간(X 2 - X 1±2√2 SE )은 FF법에서 15.13 그리고 PP법에서 14.34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검사와 재검사의 상관관계가 높을 뿐 아니라 표준오차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 10> KHHIE의 검사- 재검사 상관관계, 표준오차, 95 % 신뢰구간
실시방법

척도

FF

PP

검사- 재검사 상관계수

.96

.94

표준오차

5.35

5.07

95 % 신뢰구간

15.13

14.34

<표 - 11> 청력수준에 따른 KHHIE 결과의 서술통계
청력수준*

N

경 도
(26- 40 dB)

42

중등도
(41- 55 dB)

47

중등도- 경도
(56- 70 dB)

8

중 도
(>70 dB)

3

전체

100

재검사

S

E

전체

S

E

전체

M

4.62

4.38

9.00

4.81

4.10

8.90

SD

5.95

7.76

13.40

6.91

7.40

14.11

범위

0- 32

0- 36

0- 68

0- 34

0- 36

0- 70

M

12.68

11.28

23.96

11.87

9.87

21.74

SD

10.55

10.77

20.69

10.91

11.20

21.62

범위

0- 40

0- 36

0- 76

0- 40

0- 36

0- 74

M

23.50

26.25

49.75

27.25

26.75

54.00

SD

15.92

14.75

29.50

15.42

13.54

28.10

범위

6- 48

2- 46

8- 94

4- 48

8- 44

12- 92

M

36.00

38.67

74.67

32.00

33.33

65.33

SD

12.00

14.06

26.03

14.00

16.28

30.29

범위

24- 48

24- 52

48- 100

22- 48

22- 52

44- 100

M
전 체

검 사

21.26

20.24

SD

23.83

24.15

범위

0- 100

0- 100

* 청력수준은 양쪽 귀에서의 순음검사에서 세 주파수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구분함

6 . 청 각역 치 와 KHHIE와 의 상 관 관 계
<표 - 11> 은 100명의 응답자가 양쪽 귀의 세 주파수(0.5, 1, 2 KHz)의 평균역치를 기
준으로 4개의 청력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 검사- 재검사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
황적인 영향을 보여 준다. 먼저 청력수준 범주별 청력 역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mild (20- 40 dB HL)의 PT A는 33.37 dB HL (SD = 4.17), m oderate (41- 55 dB HL)의 PT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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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dB HL (SD = 4.67), m oderately sev ere (56- 70 dB HL)의 PT A는 59.58 dB HL (SD = 3.02)
그리고 Sev ere (> 70 dB HL) 이상의 PT A는 77.78 dB HL (SD = 6.74)로 나타났다. 청각역치와
KHHIE의 상관관계를 Pear son 상관계수로 나타냈을 때 r = .67로 난청이 심해지면 장애지수
의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도 난청을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난청이 심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KHHIE 점수를
보이고 있다.

Ⅳ. 고 찰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최소한 두 가지 즉 사회적/ 상황적인 영향과 노인성 난
청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 등으로 구성된 양면 구조적 현상으로서의 청력장애에 대한 국내의
노인성 난청자들의 청각장애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KHHIE는 .91부터 .97에 걸친 범위의 상호 유효 신뢰성을 가진 믿을 수 있는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지수간의 높은 연관성, 높은 신뢰성 그리고 검사- 재검사의 높은
상관관계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연관성은 특별한 사람에게서 주어진 심리
적인 문제와 주어진 사회적/ 상황적인 항목의 응답간에 커다란 일치가 있는 것을 반드시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 만큼 전화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청력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좌절하거나 당황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상호 항목의 관련성이 보통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필
수적으로 청각 임상가는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난청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
황적 결론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Ventry & W ein stein , 1982b ).
노인성 청력장애지수 측정에 FF법과 PP법을 사용하여 KHHIE의 신뢰도와 관련된 다
음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첫째,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r = .91- .96)가 검사재검사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Nunn ally (1978)가 발표한 임상적인 목적을 위해 허용된 기준
인 상관계수(r > .80)를 초과하였다. 둘째, 1982년 Ventry & W ein stein에 의해 실시된 검사에
는 FF법이 PP법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도 FF법의 상관관계가 PP법
의 상관관계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1989년 New m an & W ein stein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
검사는 FF법, 재검사에서 PP방법을 사용하여 자가인지 청력 장애의 변화를 작성할 수 있었
으며 이는 재활프로그램(예, 보청기 상담)에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처음 FF법은 환
자와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며, PP법은 특별한 보청기와 다른 재활 방법을 유효하게 관

리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검사- 재검사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나
타난 서로 다른 검사법의 차이는 두 차례의 검사가 모두 FF법이거나 첫 번째 검사가 FF법이
고 재검사가 PP법 일 때보다 두 차례의 검사가 모두 PP법일 때 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어 FF법의 사용이 PP법의 사용보다 바람직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도 FF법과 PP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가지 검사 방법의 표준오차와 표준오차에 대한 95 % 신뢰구간에서는 FF법의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PP법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낮은 표준오차를
나타냈다(< 표 - 12> 참조). 그 이유는 첫째, 검사- 재검사에 대한 청각장애지수의 평균점수
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장애정도가
기존 연구 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대상자들로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검
사- 재검사에 대한 대상자수가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따라
서 KHHIE는 표준오차와 표준오차에 대한 95 % 신뢰구간을 통하여 재활 또는 보청기 착용
등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적인 도구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 12> HHIE의 검사- 재검사 상관관계, 표준오차, 95 % 신뢰구간
검사- 재검사 실시방법
F ace to F ace/
*
F ace to F ace

Paper - P encil/
*
P aper - Pencil

F ace t o F ace/
**
P aper - Pencil

검사- 재검사 상관계수

.96

.84

.94

표준오차

6.6

13.0

6.8

95 % 신뢰구간

18.7

36.0

19.2

* 출처: Weinstein, Spitzer & Ventry (1986).
** 출처: Newman & Weinstein (1989).

KHHIE 중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10개 문항 즉 KHHIE - S (T he
Korean Hearin g Handicap Inv entory for th e Elderly - Screenin g Ver sion )와 KHHIE의 비교
분석은 응답자의 기분, 건강, 집중 등의 변수들이 검사- 재검사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할 수 있다(Cox & Gilm ore, 1990). 그들 요소들은 종종 신뢰도 연구에 방해물로 제공된다.
KHHIE와 KHHIE - S에 대한 검사- 재검사에서 얻어진 높은 상관관계는 청력장애 노인의 재
활의 모니터링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별히 KHHIE - S는 신속한 청각장애지
수 검사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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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과 KHHIE 상관관계에서 1982년과 1983년 Ventry와 W ein stein의 연구에 의하면
청력과 HHIE의 상관관계 r = .61을 나타냈으며, 어음인지 점수의 일치는 20 %에 지나지 않았
다. 이번 연구에서도 KHHIE점수는 난청이 심해지면 청각장애지수의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r = 67). 그러나 경도 난청을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경
우가 있고, 반면에 난청이 심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KHHIE점수를 보이는 경우가 있
다. 또한 노인성 난청과 청각 장애지수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McCartn ey , Maurer
& Soren son , 1976; Ventry & W ein stein , 1982a )에서 일반적으로 청력도의 측정과 청각장애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약 .50 에서 .60으로 중간정도 관계 그리고 어음인지와 청각장애지수
와는 - .30에서 - .40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HH IA (H earin g
Handicap Inv entory for th e A dult s )의 방법에서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또한 청각장애의 심
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영향이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지수의 측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 KHHIE는 유효한 것인가? 하는 의문
등에, 연구결과 KHHIE는 만족할 만한 내용적 신뢰성을 보인다. 신뢰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 있다면 더 엄격한 평가 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Chronbach s coefficient alpha는 내용
적 신뢰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검사 도구를 만든 사람보다 검사 도구
의 사용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HHIE의 전신인 HHIE가 제작된 표본 상황은
노인들이 자주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난청의 심리적인 반응을 조사하는 문제들이 난청의
일반적 반응의 범주에 있으며, 설문내용은 청력손실의 행동적인 영향의 평가에 관한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KHHIE는 노인층의 청력장애로 인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측면을
적절하게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KHHIE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난청의 행동적 결과가 어느 정도 독립적
이고 유효한 측정치와 얼마나 잘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난청의 심리적 그
리고 사회적/ 상황적 결과에 대하여 유력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목
록의 비효율적 신뢰성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 없다(Ventry & W ein stein , 1982b ).
구조적 신뢰성은 검사가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구조 또는 측정 될 수 있는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록 이 연구는 KHHIE의 구조
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몇몇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과 몇몇 자
료는 구조적 유효성의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KHHIE의 내용적
인 신뢰도는 높으나, 설문 내용간의 표준편차가 높기 때문이다.
1981년 Marcu s는 노인층 응답자의 견본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난청에 대한 반
응의 다양성과 차이는 성격적인 요소, 건강의 정도, 경제적 요인, 삶의 방식, 가족간의 다양성

(Marin elli & del Orto., 1977; Noble, 1978) 등의 요인으로 집약할 수 있고 심리적 그리고 사
회적/ 상황적 문제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는데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KHHIE의 구조적 신뢰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나타난 청각역치와 청각장애지
수와의 상관관계이다. 난청을 청각장애의 주요한 요소로 가정한다면 청각 장애 지수의 점수
는 난청의 정도가 증가하는 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각역치와
KHHIE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편이므로, 비교적 구조적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므로 KHHIE 방식으로 노인성난청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결과를 측정한
다면 성공적인 청각학적 중재와 치료(예, 청각치료, 조언, 증폭, 음성 읽기 등)는 심리적 그
리고 사회적/ 상황적 분야에서 모두 자가인식 장애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KHHIE의 어떠한 점수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는 점수로서 사용되
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을 볼
때 최근 18점 또는 그 이상을 자가인식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entry &
W ein stein , 1982b ). 그러나 어떠한 청각학적 중재가 필요한가는 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더 구
체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의 청력문제의 미세한 묘사도
난청의 정도를 수치화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면 노인들의 청각장애의 정도를 좀더 정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성 난청자들에 대한 청각재활 방법의 연구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KHHIE는 노년층의 청각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로 생각한다. KHHIE의 특출한 내부적인 일치와 내용적인 유효성
그리고 가능한 구조적 신뢰성과 점수 시행의 용이함은 임상적 사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
다. 즉, 난청자와의 상담이나 또 다른 재활 노력을 위한 특별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치료적 중재가 자가 인식장애에 변화를 주
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치료와 증폭을 위한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
으며 청각학적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Ⅴ.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밝혀진 평균 연령 72.5세인 100명(남자 41명,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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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의 난청자를 대상으로 < 부록 - 1> 에서 보는 것같이 KHHIE 설문지의 25개 문항(사회
적/ 상황적 측면 12개 문항, 심리적 측면 13개 문항)을 통하여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 변화에 대한 두 가지 검사 방법(FF법, PP법)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하
고,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약 6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재검사로 설문지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노인성 난청자들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적측면
의 청각장애 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인 KHHIE를 통해 난청이 가져오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
적/ 상황적인 변화의 정도를 연구하고 둘째, 설문지 조사방법 즉 FF법과 PP법을 비교 분석하
고 셋째, KHHIE의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넷째, 이중 신속하게 검사
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10개 문항 즉 KHHIE - S와 KHHIE를 비교 분석하며, 다섯째, 청각
역치와 청각장애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에 대한 분석은 Chronbach α의 측정을 통해 내부적인 일치성을 평
가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 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설문지의 신뢰도 즉 내부적 일치성은 .91에서 .97에 걸치는 범위로 신뢰성이 있는 설문지로
확인하였다. 둘째, 두 가지 검사 방법(FF법, PP법)을 사용하여 KHHIE의 검사- 재검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표준오차(FF : 5.35, PP : 5.07)와 표준
오차에 대한 95 % 신뢰구간(FF : 15.13, PP : 14.34)은 재활 및 보청기의 효과 등에 확인을 위
한 임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KHHIE와 KHHIE - S의 비교 분석 결과 검사- 재
검사에 대한 상관관계는 KHH IE에서 .93- .95 그리고 KH H IE - S에서 .90- .94로 모두 높
게 나타났다. 이 결과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KHHIE - S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다
섯째, 청각역치와 KHHIE와의 상관관계는 .67로 난청이 심해지면 청각장애지수의 점수도
증가한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약간의 난청의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난청이 심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KHHIE점수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노인성난청의 청각장애지수(KHHIE )는 한국 노인성 난청자들의 사회활동
이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에서 재활 및 보청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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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KHHIE 설문지
☞ 다음을 읽고 본인의 상황과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O 표 하십시오. 검사방법:
순번
S- 1
E- 2*
S- 3
E- 4
E- 5 *
S- 6
E- 7
S- 8*
E- 9 *
S - 10*
S - 11*
E- 12
S - 13
E- 14*
S - 15*
S - 16
E- 17
E- 18
S - 19
E- 20*
S - 21*
E- 22
S - 23
E- 24
E- 25

질 문 내 용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걸고 싶어도 생각만큼 자주
걸지 못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낮선 사람을 만났을 때 부끄럽습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을 피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바보 같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일 때 듣기가 어렵습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친구, 친척 혹은 이웃을 방문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임, 파티 또는 종교예식에 참여하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잘 참여하지 못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십니까?
친구, 친척 혹은 이웃을 방문하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자주 방문하지 못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게됩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장을 가고 싶거나, 쇼핑을 하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자주 못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화날 때가 있습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있고 싶습니까?
가족들과 얘기하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자주하지 못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아서 본인의 성격이나 사회생활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들과 식당에 갔을 때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생각만큼
자주 즐기지 못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얘기할 때 불편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 KHHIE- S

항상 때때로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다
(4 )
( 2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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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검사기록지

검 사 기 록 지
No.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름

날짜

생년월일

주소

성 별

전화번호

남 여

경제상태 상 중 하

검사자가 기록하는곳
1. 문진
(1) 과거에 장기적인 소음노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2) 급성의 강한 소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예, 아니오)
(3) 이독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가? (예, 아니오)
(4) 돌발성 난청 (예, 아니오)
(5) 메니에르성 질환 (예, 아니오)
(6) 신경학적, 심리적인 상태 (
)
(7) 보청기 착용유무 (예, 아니오)
2. Ob serv ation and Otoscopic Ex amin ation
(1) Auricle & Craniofacial Impression
Right

Left

(2) EA C
Right

Left

(3) T M
Right

Left

3. Pure T one T est
0.5KH z
Right
Left
4. Oth er s.
5. Soun d Lev el Meter :( )d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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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st - R et est Reliabilit y of t he K or ean Hear in g H an dicap
In v en t or y f or t he E lder ly (K H HIE )
H olim K u , Jin s o ok K im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 Hallym University )
1

T his study w as perform ed to m easure th e reliability of th e recomposed Korean Hearing
Handicap Inv entory for the Elderly (KHHIE ). T he inv entory comprised of tw o sub scales :
12- item sub scale explores social an d situational hearing impairm ent ; 13- item sub scale
explores em otional effect of hearing impairm ent (see Appendix 1). T he result s of the
study can be summ arized as follow s : (1) Correlation relation betw een PT A an d KHHIE
w as 0.67 which in dicates that a s th e hearing impairm ent g et s w or se the point s for
h earing inv entory increase. (2) T h e reliability of the KHHIE w as ev alu ated by assessin g
it s intern al con sistency through th e computation of Chronbach s coefficient alpha. Alpha
v alue rang ed from 0.91 to 0.97 for the entire inv entory which show s high internal
con sisten cy . (3) T he standard error (SE ) of m easurem ent and th e standard error of the
differen ce betw een tw o administration s of the KHHIE (2√2 SE ) w ere calculated. T he SE
a ssociated with the FF and PP administration of the KHHIE w ere 5.35 and 5.07,
respectiv ely , sug gestin g that test - retest scores w ould h av e to differ by at lea st 15.13 and
14.34 point s (95 % confiden ce interv al for a true charge) in order for reh abilitation effect s
to be con sidered effectiv e. (4) T he test - retest reliability as sociated with th e FF and PP
administration s of the KHHIE w as computed u sing Pear son correlation . T he test - retest
correlation w as quite high , 0.94 to 0.96, for all scales sug gesting th at the score on tw o
administration s of the KHHIE are related in the test - retest situation . (5) T he result s for
analy sis of comparison betw een KHHIE and KHHIE - S w as all abov e 0.90 showin g that
KHHIE - S can feasibly be u sed as screening tes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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