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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능재활이란 청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 속 의사소통

에 지장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고, 중재하고, 관리함으로써 듣기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한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ASHA, 2001). 그러므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정

도 및 제한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청능재활의 시작이며, 이

를 바탕으로 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처방하게 되므로 가장 중요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청각 

및 언어 발달 지체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의 조속한 

발견 및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를 위해 임상 현장에

서 행동청능평가, 전기음향학적 및 전기생리학적 평가 등과 더

불어 다양한 설문지 및 체크리스트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청각장애 아동 대상의 설문지는 아동 청각발달의 정도에 따라 

특정한 청각행동을 주변의 보호자가 관찰할 수 있으리란 것을 

전제하며, 오랜 기간 아동을 관찰해 온 보호자의 관점을 통해 

아동의 청각행동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모용 설문지는 더욱 지속적인 관찰의 결과를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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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교사용이나 아동용 설문지보다 많이 

개발되었으며, 일상생활 청각행동(Auditory Behavior in Ev-
eryday Life, ABEL) (Purdy et al., 2002) 설문지는 부모용 설

문지 중 하나로서 신뢰도 및 타당도, 시행용이성 등에서 우수한 

설문지로 평가받고 있다(Choi et al., 2015). ABEL은 4~14세 아

동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속 아동의 청각

행동들을 평가하며, 장애아동이 청각-구화를 사용하는 정도

를 평가하는 청각-구화(aural-oral) 영역, 청각적 탐지 및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청각적 인식(auditory awareness) 영역, 사회

적 기술 및 대화기술을 사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적/대

화 기술(social/conversational skills) 영역을 총 24문항으로 평

가한다(Purdy et al., 2002).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중 대부분이 청각-

구화 및 청각적 인식 영역에 초점을 두는 반면, ABEL은 이들 

영역을 포함하는 동시에 아동의 청각경험에 따른 심리사회적 

결과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타 설문지들과 구분지을 수 있다. 

Anderson & Matkin(1991)은 청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청각장애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청각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

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고하였다(Gfeller & Schum, 1994; 

Paul & Jackson, 1993; Schloss & Smith, 1990; Schum, 1991). 

ABEL은 현재까지 영어 외에 브라질어(Souza et al., 2011), 

히브리어와 아랍어(Geal-Dor et al., 2014), 스페인어(Herrera et 

al., 2015), 페르시아어(Zanjani et al., 2015) 등의 언어로 번역되

어 사용 중에 있으며, ABEL의 신뢰도와 타당도와 관련된 연

구들(Geal-Dor et al., 2014; Herrera et al., 2015; Purdy et al., 

2002; Souza & Iorio, 2014; Souza et al., 2011; Zanjani et al., 

2016)은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Purdy et 

al.(2002)은 인공와우를 착용한 7명의 아동(3~12세)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에서 수술 전후로 ABEL 검사를 6번 시행한 결

과, 아동의 말지각 점수와 ABEL 점수가 시간에 따라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으며, ABEL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
bach’s α)값 0.95로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Herrera et al.(2015)

은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ABEL 검사를 실

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0.86, 내적일치도가 0.73으로 나

타남을 보고하였다. Zanjani et al.(2016)은 보청기와 인공와우

를 착용한 아동(4~6세)의 부모 43명을 대상으로 ABEL 검사

를 2회 실시한 결과, 검사-재검사 간 결과에서 세 가지 평가영

역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체 크론바흐 알파값

이 0.82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Souza & Iorio(2014)가 수행

한 연구에서는 18명의 아동(4~13세)을 대상으로 브라질어 버

전 ABEL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검사-재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청력손실 정도

가 청각적 인식 평가영역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정 문항 ‘필요

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Asks for help in situations where it is 

needed).’가 부모의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Souza et al.(2011)은 청각장애 아동(4~13세)의 보호자 31명

을 대상으로 브라질어 버전 ABEL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청력손실 정도와 청각-구화 평가영역 점수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추가로 하루 중 보청기 착용시간이 더 긴 

아동일수록 ABEL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Geal-Dor et al.(2014)은 인공와우를 이식한 아동(3~14세)의 

부모 61명을 대상으로 ABEL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와우 이

식연령과 설문지 점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Choi et al.(2015)은 ABEL 설문지를 적용한 논문들을 체계

적으로 분석한 결과, ABEL이 검사-재검사 신뢰도, 타당도, 규

준화, 시행용이성 등에 대해 임상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ABEL의 검증된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국제적인 사용 현

황을 고려할 때, ABEL 설문지를 국내 청각장애 아동에게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의 목적은 한국어 버전 ABEL 설문지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ABEL 점수

가 청각장애 아동의 생활연령 또는 인공와우 착용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국내 학제상의 구분에 따라 유아, 초

등, 중등 연령대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 심의기관의 승인(HIRB-2015-097) 하에 

청각장애 아동 어머니 48명을 모집하여 한국어 버전 ABEL 설

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청각장애 아동 48명(남

성 22명, 여성 26명)으로 유아 11명, 초등 16명, 중등 21명이었으

며,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0.73세(3;5~15;83)였다. 연

구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장구는 보청기 9명,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39명이었으며, 평균 착용기간은 7.94년(0;3~14;42)

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Table 1

에 제시하였다.

설문지 분석

본 연구에서는 Purdy et al.(2002)이 개발한 ABEL 설문지 

원본을 번역하였으며, 이때 원문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어 버전 ABEL 번역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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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group Subjects Gender CA (mo) Period of HA & CI experience (mo) Device use (L + R)

Preschool (n = 11)

S10 F 042 014 CI + CI
S20 M 051 022 CI + CI
S30 M 051 034 CI + CI
S40 M 051 049 CI + HA
S50 M 051 016 CI + CI
S60 M 052 033 EAS + HA
S70 M 053 027 CI + CI
S80 M 057 010 CI + CI
S90 F 061 048 CI + CI
S10 M 064 054 HA + HA
S11 F 074 031 CI (R)

Elementary (n = 16)

S12 M 080 073 CI (L)
S13 F 083 066 CI + CI
S14 F 084 068 CI + CI
S15 M 092 074 CI + CI
S16 M 098 003 HA + CI
S17 F 100 028 HA + HA
S18 F 114 099 CI + CI
S19 M 120 084 HA + CI
S20 M 129 101 CI (R)
S21 M 137 107 CI + HA
S22 M 138 125 CI + CI
S23 F 139 080 HA + HA
S24 F 143 116 CI + CI
S25 F 143 120 CI + CI
S26 M 147 110 HA + CI
S27 M 147 132 HA (R)

Secondary (n = 21)

S28 F 150 130 HA + HA
S29 F 151 134 CI + CI
S30 F 155 126 EAS + HA
S31 M 162 156 CI + CI
S32 F 164 120 CL + HA
S33 M 169 146 CI (R)
S34 F 170 146 CI + CI
S35 F 172 052 HA + HA
S36 F 174 154 CI + CI
S37 M 174 170 HA + HA
S38 F 174 147 CI + CI
S39 F 177 090 CI + CI
S40 F 178 162 CI + CI
S41 F 178 091 HA + HA
S42 F 182 168 CI + CI
S43 F 185 164 CI + CI
S44 M 187 024 HA + HA
S45 F 188 156 CI + CI
S46 M 189 169 CI + CI
S47 F 189 169 HA + CI
S48 F 190 173 CI (R)

CI: cochlear implant, HA: hearing aid, EAS: Electro-Acoustic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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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청각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청능사 3명과 청각

장애 아동의 부모 3명에게 의뢰하여 1) ‘아주 적절함’, 2) ‘적절

함’, 3) ‘보통’, 4) ‘부적절함’, 5) ‘아주 부적절함’ 중 하나를 고르는 

5점 척도의 문항적절성 평가를 1차로 실시하였다. 평균 3점 이

하의 점수를 받은 문항은 새로 번역하여 청각학과 석사 및 박

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앞서 의뢰한 3명을 제외한 14명을 대

상으로 2차 문항적절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버

전 ABEL 번역의 적절성 점수는 평균 4.46점(3.71~4.79)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청각학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이중언

어 사용자(영어-한국어)에게 의뢰하여 한국어 버전 ABEL을 영

어로 역번역한 후, 원문의 의미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였다. 다만, 

문항 16(Will whisper a personal message)과 문항 22(Sings)의 

경우에는 적절성 평가과정에서 문항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해야 

할 필요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므로 원문의 의도를 고려하여 적

극적으로 의역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한국어 버전 ABEL

은 청각-구화 영역 11문항(1, 2, 3, 4, 10, 12, 13, 14, 18, 21, 22), 

청각적 인식 영역 10문항(7, 8, 15, 16, 18, 19, 20, 22, 23, 24), 사

회적/대화 기술 영역 5문항(5, 6, 9, 11, 17)으로 총 24문항이며, 

이 중 문항 18과 22번은 청각-구화 영역과 청각적 인식 영역 

양쪽에 포함되어 있다(Table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를 모집하기 위해 각 지역

의 청각센터 및 언어치료실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총 48명을 모

집하였다. 참여희망자들은 설문지 및 연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전 설문지에서 청각장애 아

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착용한 보장구의 종류와 제조

사, 제품명, 보장구 착용기간, 중복장애 여부 등에 대해 응답한 

후 설문지 검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할 때는 각 문항

마다 ‘전혀 아니다’(0), ‘거의 아니다’(1), ‘가끔’(2), ‘때때로’(3), ‘자

주 그렇다’(4), ‘거의 그렇다’(5), ‘항상’(6)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도중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적절히 안내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끝난 후에는 설문지

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점수

는 각 문항별로 0~6점으로, 각 문항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영역

별 또는 총 24문항 전체 평균점수로 산정하여 코딩하였다. 단, 

문항 11번과 문항 20번이 부정적 내용을 취하였으므로 점수 계

산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가 긍정적인 특성/태도/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문항의 경우 보정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sion 23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ABEL 점수의 전체 및 각 영역별 평

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구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으로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연령대 그룹

(유아, 초등, 중등)과 세 가지 평가영역(청각-구화, 청각적 인식, 

사회적/대화 기술)의 ABEL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혼합요

인 분산분석(mixed repeated measures ANOVA)과 사후분석

(Bonferroni)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평가영역별 연령대 간 비

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일원분산분석을, 연령대별 평가영역 간 

비교를 위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연령대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일

원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생활연령 및 CI 

착용기간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계수(Pearson cor-
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CI 착용기간과의 상관성을 분

석할 때에는 총 48명의 아동 중 39명의 CI 착용 아동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계분석은 모두 0.05 유의수

준에서 실시하였다.

RESULTS

ABEL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버전 ABEL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해 세 가지 평가영역별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구

하였으며, 이때 요인 분류는 원저자의 분류를 따랐다(Purdy et 

al., 2002). 그 결과, 청각-구화 요인(문항 1, 2, 3, 4, 10, 12, 13, 

14, 18, 21, 22)의 알파값은 0.82, 청각적 인식 요인(문항 7, 8, 15, 

16, 18, 19, 20, 22, 23, 24)의 알파값은 0.76, 사회적/대화 기술 

요인(문항 5, 6, 9, 11, 17)의 알파값은 0.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크론바흐 알파값은 0.90이었다. 

ABEL의 영역별 및 문항별 점수

한국어로 번역된 ABEL 문항과 문항별 평균 점수, 그리고 연

령대별로 평균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청각-구화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 범위

는 3.42~4.98이었으며, 유아 2.91~5.09, 초등 3.50~5.50, 중등 

3.48~5.38이었다. 청각적 인식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 범위는 

3.00~5.33이었으며, 유아는 2.36~5.36으로, 2점대였던 문항은 

7, 16, 24였다. 초등은 2.81~5.50으로 24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3점대 이상이었으며, 중등은 3.38~5.52였다. 사회적/대

화 기술 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 범위는 2.44~4.62로, 유아 2.45~ 

4.73, 초등 2.31~5.00, 중등 2.52~5.05였으며, 문항 5(낯선 사람

에게 먼저 말을 건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2.31~2.52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문항 4개는 모두 4점대의 점

수를 보였다. 각 문항에서 연령대별로 평균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문항 6, 7, 14, 16, 17이었으며 사후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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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다섯 문항에서 유아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

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청각장애 아동 48명의 점수를 연령대와 

평가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를 Figure 1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평균 점수는 전체 연령대에서 4.21(SD: 0.87), 유아 연령대(11

명)에서 3.96(SD: 0.87), 초등 연령대(16명)에서 4.36(SD: 0.89), 

중등 연령대(21명)에서 4.30(SD: 0.85)이었다. 연령대와 평가영

역별의 평균점수에 대한 상호작용과 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혼합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평가영역 간의 상

호작용은 [F(4,90) = 0.613, p ＞ 0.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대의 주효과는 [F(2,45) = 1.442, p ＞ 0.05]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가영역의 주효과는 [F(2,90) = 5.870, p ＜ 0.01]로 유의했으며, 

사후분석 결과 청각적 인식 영역이 사회적/대화 기술 영역보다 

Table 2. 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ABEL and statistical analysis on items of each evaluation area of ABEL for the age groups

Evaluation area Items
Total 
mean 
score

Preschool Elementary Secondary F value

① Aural-orall

01 친숙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4.35 4.09 4.63 4.29 0.60
02 주의를 끌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 3.58 3.09 4.06 3.48 1.11
03 시키지 않아도 “부탁해요” 또는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3.75 2.91 3.94 4.05 2.59 

04 친숙한 사람이 반겨주면 소리내어 답한다. 4.98 4.55 5.06 5.14 0.93
10 필요하면 (구두로) 도움을 요청한다. 4.94 5.09 5.00 4.81 0.27
12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 3.79 3.27 4.00 3.90 1.08
13 낯선 사람(들)이 반겨주면 소리내어 답한다. 3.42 3.00 3.50 3.57 0.39
14 형제자매, 가족, 친구의 이름을 말한다. 4.98 3.45 5.50 5.38 †16.40†0
21 보호자 없이 또래들과 잘 어울려 논다. 4.50 4.55 4.62 4.38 0.13

② Auditory awareness

07 전화 받을 때 적절하게 응답한다. 3.90 2.45 4.06 4.52 †7.68†

08 방안에서 이름을 부르면 대답한다. 4.92 4.91 4.94 4.90 0.00
15 초인종이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한다. 5.00 5.09 5.13 4.86 0.29
16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속삭이며 말한다.
3.63 2.36 3.94 4.05 *3.60*

19 큰 소리가 나면 알아챈다.
  (예: 문 쾅 닫는 소리, 발 굴리는 소리)

5.06 5.27 5.37 4.71 1.32 

20 전화벨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4.38 5.36 4.31 3.90 1.98
23 보장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알아챈다. 5.33 4.73 5.50 5.52 2.30
24 새롭게 발견한 소리를 실험해 본다. 3.00 2.55 2.81 3.38 1.05

① Aural-oral +
  ② Auditory awareness

18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 질문한다.
  (예: 비행기, 트럭, 동물)

4.08 3.64 4.50 4.00 1.08 

22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3.98 4.36 3.94 3.81 0.41

③ Social / Conversation skills

05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2.44 2.45 2.31 2.52 0.06
06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한다. 4.56 3.55 5.00 4.76 *4.16*
09 적당한 크기로 말한다. 4.38 4.73 4.13 4.38 0.68
11 대화 중에 부적절한 목소리를 낸다. 4.31 3.64 4.88 4.24 2.67
17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 따른다. 4.62 3.73 4.69 5.05 *3.46*

The items 11 and 20 were reverse scored. *p < 0.05, †p < 0.001. ABEL: Auditory Behavior in Everyday Life

Aural-oral Auditory awareness Social/conversation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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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BEL performance for the age groups. ABEL: Auditory 
Behavior i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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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01). Table 3은 각 평가영역

별 연령대 간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일원분산분석을, 연령대

별 평가영역 간 비교를 위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각각 실

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각 평가영역별, 연령대 간 그리고 

각 연령대별 평가영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생활연령, CI 착용기간과 ABEL 점수 간 상관성 분석

생활연령과 ABEL 점수와의 상관성

청각장애 아동의 생활연령과 ABEL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Figure 2), 유아(r = 0.21, p ＞ 0.05), 초등(r = 0.02, 

p ＞ 0.05), 중등(r = 0.19, p ＞ 0.05), 전체 아동(r = 0.21, p ＞ 
0.05)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청각장애 아동의 생활연령

과 ABEL의 세 가지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각-

구화(r = 0.17, p ＞ 0.05), 청각적 인식(r = 0.15, p ＞ 0.05), 사회

적/대화 기술(r = 0.25, p ＞ 0.05)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CI 착용기간과 ABEL 점수 간의 상관성

청각장애 아동의 CI 착용기간과 ABEL 점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Figure 3), 유아(r = 0.46, p ＞ 0.05), 초등(r = 

0.27, p ＞ 0.05), 중등(r = 0.46, p ＞ 0.05) 집단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전체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38, p ＜ 0.05). CI 착용기간과 ABEL의 

세 가지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각-구화 영역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r = 0.30, p ＞ 0.05), 청각적 인식(r = 0.36, 

p ＜ 0.05)과 사회적/대화 기술(r = 0.43, p ＜ 0.01) 영역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chronological age and (A) ABEL total score ( : Preschool, : Elementary, : Secondary). Correlation between 
chronological age and each area (B: Aural-oral score. C: Auditory awareness score. D: Social/Conversational score). ABEL: Auditory Behav-
ior i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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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al analysis of ABEL performance according to age and evaluation area

Preschool Elementary Secondary F-value*
Aural-oral 3.82 ± 0.98 4.43 ± 0.76 4.25 ± 0.86 1.084
Auditory awareness 4.07 ± 0.96 4.45 ± 0.89 4.37 ± 0.84 0.907
Social/Conversational skills 3.62 ± 0.97 4.20 ± 0.81 4.19 ± 0.99 1.306
F-value* 2.775 2.430 0.964
*All F-values are not significa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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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행동을 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

된 설문지인 ABEL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로 영어권 및 타 

언어권에서는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ABEL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ABEL 설문지 검

사를 국내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 48명에게 실시하였다. ABEL 

설문지의 적용 연령대는 4~14세로 제안되고 있으나(Zanzani et 

al., 2016), 각 설문지에서 정하는 대상연령 범위를 엄격히 적용

하기보다는 아동의 듣기능력에 따라 적절한 설문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도 있으며(Bagatto et al., 2011), 국내 중등 

교육과정 학제가 만 15세 기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15세 아

동까지 포함하였다.

한국어 버전 ABEL 설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크론

바흐 알파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영역에서 0.90으로 나타나, 영

어 0.94(Purdy et al., 2002), 브라질어 0.93(Souza et al., 2011), 

페르시아어 0.82(Zanjani et al., 2016) 등 타 언어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버전 ABEL의 세 

가지 영역별로는 청각-구화 영역에서 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청각적 인식 영역에서 0.76, 사회적/대화 기술 영

역에서 0.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브라질어 

버전(Souza et al., 2011)과 페르시아 버전(Zanjani et al., 2016)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각 언어권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적/대화 기술 영역이 다른 영역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해

당 영역이 아동의 청각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한국어 버전에서 사회적/대화 기술 영

역이 유독 낮게 나타난 것은 한 문항(문항 5 낯선 사람에게 먼

저 말을 건다)이 평균 2.44점으로 전체 영역과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 해당 문항을 제외했을 

때 사회적/대화 기술 영역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기존의 0.61에

서 0.69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 양상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 문항 5는 ABEL 설문지를 활용할 때 문화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한 예로서, 상대

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를 묻거나(1번, 5번) 상대의 이름을 말하

는지를 묻는(2번, 14번) 문항들에 포함된다. 아동의 이런 행동

들은 동양 문화권에서 상대에 따라서는 신중하지 못하거나 심

지어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아동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교육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항 5(낯

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와 문항 13(낯선 사람(들)이 반겨주

면 소리내어 답한다)의 경우에도 그 타당도가 문제될 수 있다.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period of CI experience and (A) ABEL total score ( : Preschool, : Elementary, : Secondary). Correlation be-
tween CI experience and each area (B: Aural-oral score. C: Auditory awareness score. D: Social/Conversational score). ABEL: Auditory Be-
havior i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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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 설문지가 타 설문지들에 비해 유독 짧고 간결한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또한 타당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문항의 간결성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행용이성을 

높인 면이 있으나, 그로 인해 맥락의 혼동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Souza et al.(2011)은 ABEL 설문지를 브라질어로 번역하

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언급하며 6번(Takes turns in con-
versations), 11번(Makes inappropriate vocal noises), 24번

(Experiments with newly discovered sounds) 문항들에서 설

문지 응답 과정에 이해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대체어

의 사용과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부

모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이 문항 16(Will whisper 

a personal message)이었음을 밝히면서, 해당 문항이 단순히 

특정 행위의 유무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평소 경향을 

묻는 것인지 애매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ABEL의 한

국어 번역의 내용타당도 조사에서도 동일 문항들이 지적되었

는데, 11번 문항이 평균 3.7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24번 문항이 4.00점을 받았다. 특히 16번 문항은 애

매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해상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므로 원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

극적으로 의역하였다. 또한 문항 22(Sings)에서도 애매성이 두

드러짐에 따라 ‘노래한다.’로 1차 번역된 것을 ‘노래하기를 좋아

한다.’로 수정하였다. 설문지 응답 과정에서 부모에게 많은 문의

를 받은 것은 문항 6, 11, 24였는데, 문의 내용은 Souza et al.

(2011)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문항이 단순히 특정 행

동의 유무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평소 경향을 묻는 것

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역으로 번역 검토과정이나 설문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없었

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향후 재검토가 고려되는 문항도 

있었다. 문항 10(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한다)은 유아 연령대의 

청각-구화 영역에서 5.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 

연령대에 걸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구화 이외에 몸짓 등을 통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을 구두로 한정하지 않은 결과로 높은 점수가 도출된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문항 10번의 내용을 구두 방식으로 한정하

기 위해서 ‘필요하면 (구두로) 도움을 요청한다.’로 수정하여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내 청각장애 아동의 ABEL을 통한 청각행동을 살펴보았

을 때, 연령대(유아, 초등, 중등) 및 생활연령에 따른 ABEL 점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연령이 청각 발

달을 유효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BEL의 세 가지 평가영역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청각적 인식 

영역과 사회적/대화 기술 영역이었는데, 청각적 인식 영역의 경

우, 단순한 청각적 인식 문항들(8, 15, 19, 20, 23)의 점수가 4점

대 이상이었던 반면, 청각적 인식에 대한 아동의 적극성 등 개

별적 성향이 반영되는 문항들(7, 16, 24)은 2~3점으로 상대적으

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대화 기술 영역에서는 앞서 지

적하였듯 문화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은 문항 5를 제외하면 나

머지 문항에서 모두 4점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초등 연령대와 중등 연령

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 연령대와 

그 이상의 연령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등 연령 발

달에 영향을 받는 문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6, 7, 

14, 16, 17). 이는 ABEL 설문지를 통해 연령에 따른 청각발달

을 설명하는 것은 초등 연령대까지 유효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I 아동의 착용기간과 ABEL 점수 간의 상관관계

는 각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전체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각적 인

식 영역과 사회적/대화 기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

므로 CI 착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청각적 인식과 사회적/대화 기

술 측면에서 발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I 착용 아동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연령대까지 청각발달이 유

효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ABEL 설문지의 사용은 최

소 15세까지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버전 ABEL의 신뢰도 검증이 내적 일

관성 측정에 국한되어 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의 신뢰성 등에 대

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후속 연구

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ABEL 점수의 향상이 관찰되었으나(Purdy 

et al., 2002; Zanjani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CI 착용기간

과의 유의미한 상관성만이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유아 

및 초등 연령대 연구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구체적인 경

향을 살펴보기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일상생활 청각행동의 발달 특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서는 보다 충분한 대상자 수가 확보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버전 ABEL의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치게 간결한 문항이 응답자에게 혼동을 야기

하는 점과 영어권에서 개발된 ABEL 설문지의 몇 문항들이 동

양 문화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 타당도 측면에서는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들에도 불구하고 ABEL 설문지는 짧고 간결한 문항과 적정 수

준의 문항 수로 인한 높은 시행용이성, 영어권 등에서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특히 아동 대상의 설문지 중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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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

를 기울인다면 국내 환경에서 ABEL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 청각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설문지가 개발될 경우에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0:0 일상생활 청각행동·설문지·청각장애 아동·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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